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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글로벌 사용설명서는 DS 오토모빌 웹사이트 

(https://www.dsautomobiles.fr) 또는 

아래 DS 오토모빌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rvice.dsautomobiles.com

DS 오토모빌 서비스 웹사이트 이용 방법:

위 주소에 접속하여 다음 항목을 선택합니다.

- 언어

- 차량, 차체 유형

-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사용설명서

    * 해당 웹사이트 및 웹사이트 내 문서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기호는 이용 가능한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설명서에 직접 접속하십시오.

시트로엥의 서면 승인 없이 본 사용설명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번역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차량의 한국어 사용설명서는 DS 오토모빌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및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dsautomobiles.co.kr

▼ DS 한국어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D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은 DS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오너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센터 찾기

- 서비스 예약 신청 

- 보증만료일, 정비이력 조회 등

▼ DS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직접 ‘DS 서비스’라고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

시트로엥은 폐차 처리에 관한 유럽 법률(지침 2000/53) 조항을 적용함

으로써, 법률이 정한 목표를 실현하고 판매 차량 제조 시 재활용 재료를 사용

한다고 선언합니다.

사용설명서에 접속



DS 커넥티드 서비스 소개

DS 서비스 스토어 (DS SERVICES STORE) 

DS 전기차 구매 고객은 DS 서비스 스토어 웹사이트를 통해 커넥티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ervices-store.dsautomobiles.co.kr/

- 가입한 커넥티드 서비스 정보 확인 및 관리

- 커넥티드 서비스 업데이트 정보 

- 연결된 차량 정보 확인 

- 기타 개인정보 관리

▼ DS 서비스 스토어로 이동하기

MyDS 애플리케이션 (MyDS Application)

MyD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커넥티드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터리 충전 정보 확인 

- 충전 예약, 사전 냉난방 공조 설정 

- 차량 주행 정보, 정기점검 일정, 서비스 네트워크 정보 조회 

- DS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뉴스 조회

   *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직접 ‘MyDS’라고 검색하여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영합니다.

DS 4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용설명서는 필수 정보 및 권장사항을 제공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비 및 보증 안내서(Maintenance and Warranty Guide)는 물론 

본 사용설명서를 숙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판매된 국가의 트림 레벨, 버전 및 제원에 따라, 각 차량에는 본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장비의 일부만 장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용설명서에는 고객님의 차량에 장착

되지 않은 장비 및 기능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 및 그림은 지침용으로만 제공됩니다.

DS AUTOMOBILES 브랜드는 자본금이 €159,000,000이고 2-10 boulevard de 

l’Europe, 78300 POISSY, FRANCE에 본사가 소재해 있으며 No. 642 050199로 

베르사유의 파리기업등록부(RCS, Trade and Company Register)에 등록된 주식 

회사로 본 사용설명서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기술 제원, 장비 및 액세서리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 Automobiles CITROËN(이하 "시트로엥")이판매합니다.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본  사용설명서도 함께 새 소유자에게 양도하십시오.

범례

안전 경고

추가 정보

환경 보호 사양

좌핸들 차량(LHD)

우핸들 차량(RHD)

장비/버튼의 위치(검은색 구역으로 표시)

차량 작업을 실시하려면 제조업체의 서비스 센터 회원업체(이하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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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아래의 그림 및 설명은 참조용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구성

요소의 장착 유무와 위치는 차량 또는 트림 레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기 및 컨트롤
 

 

 

 

1. 비상 전화/지원 전화

선루프

알람

커티시 라이트/앞좌석 독서등

2. 안전벨트 및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경고등

룸 미러/주행 Electric(전동) 모드 표시등 LED

3. 디지털 계기판

4. 도어 미러/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드 컨트롤 바/카드 홀더

5. 퓨즈 박스

6. 본넷 해제

7. 전동 윈도우

중앙 제어 잠금장치

8. 냉각된 앞좌석 암레스트

USB 소켓

9.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10. 글로브 박스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

중앙 콘솔
 

 

1. 10인치 터치 스크린/HOME 버튼

2. 중앙 컨트롤 바

3. 수납

12V 소켓/USB 소켓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4. 보관함 또는 스마트 터치(SMART TOUCH)

5. DS E-TOGGLE 변속기 컨트롤

오디오 시스템 켜기/끄기/음량 조절

6. 주행 모드 셀렉터

7. 보관함/스마트폰 수납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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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1. 외부 라이트 컨트롤/방향 지시등/계기판 디스플레이 

페이지 및 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서비스 표시계

2. 와이퍼/와셔/트립 컴퓨터 컨트롤

3. 자동 변속기 컨트롤 패들

4. 스피드 리미터/크루즈 컨트롤/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또는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 컨트롤

A. 속도 증가/감소 설정

전방 차량의 거리 설정 표시 및 조절(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B. 크루즈 컨트롤 선택/선택 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DS 드라이브 어시스트 선택/ 

선택 해제

C. 이전에 저장한 속도 설정으로 스피드 리미터 또는  

크루즈 컨트롤 시작/일시정지

자동 정지 후 차량 재시동 여부 확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D. 스피드 리미터 선택/선택 해제

E. 이전에 저장한 속도 설정으로 스피드 리미터 또는  

크루즈 컨트롤 작동

도로 표시판 인식 기능에서 제안된 속도 사용

5. 혼/프론트 운전석 에어백

6. 오디오 시스템 설정 컨트롤

F. 누름: 즐겨찾는 라디오 방송국/매체 표시

위/아래: 이전/다음 라디오/매체/스마트폰 선택

누름: 선택 확인

G. 음량 증가/감소

H. 전화 걸기/전화 끊기

Phone(전화기) 앱의 통화 기록으로 이동

I. 짧게 누름: 시스템 음성 명령

길게 누름: 스마트폰 음성 명령

사이드 컨트롤 바
 

 

 

1. LED 기술이 탑재된 전조등 빔 높이 조절

2. 전동 테일게이트

3. 힐 어시스트 내리막길 컨트롤

4. 열선식 윈드스크린

5. 온도 사전 조절 작동 표시등

6. 연료 주입구 뚜껑 열기

중앙 컨트롤 바
 

 

 

 

1. Climate(기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

2. 윈드스크린 및 프론트 도어 윈도우 성에 제거

3. 내기 순환

4. 빠른 실행(실내 온도에 따라 히팅/에어 컨디셔닝 장비 

자동 제어)

5. 리어스크린 서리 제거

6. 자동 에어 컨디셔닝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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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동 주차 브레이크

8. 엔진 시동 걸기/끄기

9. 비상등

주행 보조 기능 단축키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1. 가솔린 엔진

2. 전동 모터

3. 구동 배터리

4. 12V 액세서리 배터리

5. 8단 전동 자동 변속기(e-EAT8)

6. 충전 플랩

7. 연료 주입구 플랩

8. 주행 모드 셀렉터

9. 가정용 충전 케이블

충전식 하이브리드 기술은 휘발유 엔진과 전동 모터의 

두 가지 에너지 원을 결합하여 프론트 휠(구동)을 구동

하는 기술입니다.

엔진 및 모터는 선택한 주행 모드와 주행 조건에 따라  

교대로 또는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력만으로도 Electric(전동) 모드, 그리고 적정한 수요일  

경우 Hybrid(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차량의 이동성을 제공 

합니다. 시동 및 가속 단계에서 가솔린 엔진을 보조합니다.

전력은 충전식 구동 배터리에서 공급됩니다.

라벨
"편의 - 앞좌석 장치 -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섹션:
 

 

"라이트 및 시야 - 외부 라이트 컨트롤 레버" 및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전구 교체" 섹션:
 

 

"안전 - 어린이용 시트 -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 섹션:
 

 

 

 

"안전 - ISOFIX 고정장치" 섹션:
 

i-Size TOP TETHERTOP TETHER
 

"주행 - 전동 주차 브레이크" 섹션:
 

 

"주행 - 스탑 & 스타트" 섹션:
 

 

"실용적인 정보 - 연료 호환성" 섹션:
 

 

"실용적인 정보 -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섹션:
 

 

 

 

 

 

"실용적인 정보 - 구동 배터리 충전(충전식 하이브리드)" 

섹션:
 

 

"실용적인 정보 - 본넷"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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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발생한 경우 -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섹션: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스페어 타이어" 섹션:
 

 

"고장이 발생한 경우 - 12V 배터리/액세서리 배터리" 

섹션:
 

 

 

 

 

24V

1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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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드라이빙
에코 드라이빙은 운전자가 차량의 에너지 소비량(연료 

및 전기) 및 CO2 배출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상적인 주행 관행을 말합니다.

변속기 사용 최적화

자동 변속기의 경우, 자동 모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십

시오. 가속 페달을 심하게 또는 갑자기 밟지 마십시오.

기어 효율 표시계는 가장 적합한 기어를 작동하도록 유도 

합니다. 계기판에 표시가 나타날 때마다 즉시 이를 준수 

하십시오.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경우 이 표시계는 수동 모드에서만 

나타납니다.

원활한 주행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브레이크 페달보다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가속페달을 점진적으로 밟으십시오. 

이러한 행동은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CO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인 교통 소음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

이 됩니다.

EAT8 변속기의 경우, 기어 변속 레버를 D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스포츠 모드 제외),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떼어 "프리휠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연료가 절감됩

니다.

교통량이 양호하면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하십시오.

전기 장치 사용 제어

출발하기 전에 실내가 너무 따뜻한 경우 윈도우 및 통풍구

를 열어 환기시킨 후에 에어 컨디셔닝을 사용하십시오.

50km/h(31mph) 이상의 속도에서는 윈도우를 닫고  

통풍구를 열어 두십시오.

자동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하는 온도에 이르는 

즉시 에어 컨디셔닝을 끄십시오.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성에 제거 및 서리 제거  

기능을 끄십시오.

최대한 빨리 열선 시트 및 열선 스티어링 휠을 끄십시오.

차량을 주행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전조등  

및 안개등의 사용을 시야 수준에 맞게 조정하십시오.

특히 겨울철(-23°C 아래의 온도인 매우 추운 겨울철  

제외)에는 출발하기 전 엔진 공회전을 삼가십시오. 주행 

중에 훨씬 빠른 속도로 차량이 예열됩니다.

승객이 멀티미디어 장치(예: 영화, 음악, 비디오 게임)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

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모든 휴대용 장치를 분리하십시오.

과다 소비의 원인 제한

차량 전반으로 하중을 분산시키십시오. 가장 무거운 수하물

은 최대한 뒷좌석에 가깝게 트렁크에 배치합니다.

차량에 실을 수하물을 제한하고 바람 저항을 최소화시킵

니다(예: 루프 바, 루프 랙, 자전거 캐리어, 트레일러). 가급적 

루프 박스를 사용하십시오.

루프 바 및 루프 랙은 사용 후에 탈거하십시오.

겨울철이 끝나면 스노우 타이어를 탈거하고 하계용 타이어

를 다시 장착하십시오.

정비 지침 준수

타이어가 냉간 상태인 경우 운전석 도어를 열 때 보이는 

라벨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십

시오.

특히 다음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장거리 주행 전

- 환절기마다

- 장시간 미사용 후

해당되는 경우, 트레일러 또는 카라반의 타이어와 스페어 

휠도 잊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예: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에어  

필터, 실내 필터)을 받고 제조사 정비 일정 및 작업 일정

을 준수하십시오.

BlueHDi 디젤 엔진의 경우 SCR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면 

차량이 오염 물질을 배출하게 됩니다. 최대한 빨리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차량의 산화질소 배출량을 법정 

수준으로 다시 조정하십시오.

주유 시 연료가 흘러 넘치지 않도록 노즐이 3번 차단된 

후에는 주유를 지속하지 마십시오.

첫 3,000km(1,900마일)를 넘어야만 연료 소비량이  

일정한 평균 수준으로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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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거리 최적화(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최대한 빨리 차량을 연결하십시오.

차분하게 정속으로 주행하여 전력 표시계의 ECO(에코) 

존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최대한 빨리 감속을 예측하고 가능하면 회생 제동 모드 

(전력 표시계가 CHARGE(충전) 존으로 전환됨)가 작동한 

상태에서 감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연결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하기 전에 온도를 

사전 설정하십시오.

주행 중 소비량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  차량의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목적지를 프로

그래밍합니다.

►   Hybrid(하이브리드) 주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  배터리 충전 레벨이 거의 최대인지 확인합니다.

►  주행 중 e-Save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히팅/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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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운전자 정보

계기판

계기판은 차량의 다양한 시스템 상태와 관련하여 운전자

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정보는 경고등 및 표시등과 메시지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 형태입니다.

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량에 따라, 운전자 정보가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표시됩니다.

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디지털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은 페이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페이지에 따라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속도계(km/h 또는 mph)

2. 축소된 디스플레이의 주행 보조(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제한 속도 표지판 표시

3. 변속기 상태

액티브 드라이빙 모드

READY(준비) 표시등(충전식 하이브리드)

4. 연료 게이지 및 잔여 주행 가능 거리(km 또는 mile)

5. 회전 속도계(가솔린 또는 디젤)

전력 표시계(충전식 하이브리드)

6. 총 거리 기록계(km 또는 mile)(가솔린 또는 디젤)

구동 배터리 충전 레벨 및 잔여 주행 가능 거리 

(km 또는 mile)(충전식 하이브리드)

7. 트립 컴퓨터

맞춤 설정 가능 영역:

- 에너지 흐름(충전식 하이브리드)

- 현재 매체

- 주행 보조 기능

- 내비게이션(사양에 따라 다름)

- 엔진 온도(가솔린 또는 디젤)

- DS 나이트 비전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예: 경고등, 표시계)는 페이지 또는 

작동하는 주행 보조 기능에 따라 위치가 고정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작동과 해제 표시등이 모두 있는 기능들의 경우, 단 하나의 

지정된 위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언어 및 단위

터치 스크린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주행할 때 속도는 주행 중인 국가의 공식 

단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km/h, km 또는 mph, 

mile).

표시된 페이지 선택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계기판에 저장됩니다.

계기판과 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 간에 페이지 변경이 

동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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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컨트롤 레버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 다른 페이지

를 스크롤합니다.

새 페이지가 바로 적용됩니다.

메시지가 임시 창에 표시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창이 즉시 사라집니다.

표시된 페이지 설정

이용 가능한 설정 작업은 페이지 추가, 삭제 및 레이아웃

입니다.

최대 5개 페이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 Customisation(맞춤 설정)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러한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도로에서 눈을 

뗄 필요가 없도록 운전자의 시야에서 윈드스크린에 정보를 

투사합니다.

캐비티에 어떠한 물체도 놓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적의 사용을 위해 운전석 시트와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를 조절할 것을 고려하십시오.

특정한 극한의 날씨 조건(예: 비나 눈, 밝은 햇빛)에서 

편광 선글라스를 착용할 경우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

를 읽을 수 없거나 디스플레이가 순간적으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시트로엥이 승인한 

특정 윈드스크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윈드스크린을 DS 서비스 센터 이외에서 교체할 경우 

시트로엥의 권장사항을 따르십시오.

작동 중 표시되는 정보
 

 

 

시스템이 작동되면 확장 헤드 디스플레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A. 차량의 속도

B. 축소된 디스플레이의 도로 표지판 인식 및 주행 보조 

기능(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C. 내비게이션 지침 및 안내 맵

D. 맞춤 설정 가능 영역:

- 내비게이션(사양에 따라 다름)

- 주행 보조 기능

- 비어 있음

수정 또는 조절(음량, 방송국 검색 등) 후 일시적으로 

매체 목록, 경보 및 피드백 표시

설정
기능이 작동된 후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 상태 및 설정이 저장됩니다.

작동/해제

Settings(설정) > Brightness(밝기)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작동/해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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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Head-Up Display"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 기능 상태를 변경합니다 

(슬라이더를 오른쪽/왼쪽으로 밀어 변경 확인: 기능 작동/

해제). 

밝기 조절

Settings(설정) > Brightness(밝기)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슬라이더를 원하는 설정

으로 누르거나 밉니다.

높이 조절
 

 

 

 

►  점화 스위치를 켜고 컨트롤을 중앙의 높은 위치로 

설정한 상태에서 컨트롤을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디스

플레이 높이를 조절합니다.

경고등 및 표시등
기호로 표시되는 경고등 및 표시등은 운전자에게 오작동 

발생(경고등) 또는 시스템 작동 상태(작동 또는 해제 

표시등)를 알려줍니다. 표시등/경고등은 두 가지 방식 

(점등 또는 점멸)으로 켜지고 여러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관련 경고

표시등이 켜질 때 화면에 신호음도 울리고 화면에 메시지도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경고 유형을 차량의 작동 상태와 연관지음으로써 상황이 

정상인지 또는 결함이 발생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표시등에 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점화 스위치를 켠 경우

점화 스위치를 켜면 빨간색 또는 주황색 경고등이 몇 초간 

켜집니다. 이와 같은 경고등은 시동이 걸리는 즉시 꺼져야 

합니다.

시스템 또는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경고등
빨간색 또는 주황색 경고등이 켜지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등이 계속 켜지는 경우

경고등 및 표시등 설명 중 참조사항 (1), (2) 및 (3)은  

즉각적인 권장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도 DS 서비스 센터

에 문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세우고 점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2):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3):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경고등 및 표시등 목록

빨간색 경고등/표시등

STOP(스탑)

신호음 또는 메시지 표시를 동반하며, 다른 경고등

과 함께 점등.

엔진, 제동 시스템, 파워 스티어링 또는 자동 변속기와 

관련된 심각한 결함이나 중대한 전기 결함이 감지되었

습니다.

(1)을 실시한 후 (2)를 실시하십시오.

최대 냉각수 온도

점등.

냉각 시스템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1)을 실시한 후 필요 시 엔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수준으로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2)를 실시하십시오.

엔진 오일 압력

점등.

엔진 윤활 시스템 관련 결함이 있습니다.

(1)을 실시한 후 (2)를 실시하십시오.

시스템 오작동(충전식 하이브리드)

점등.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1)을 실시한 후 (2)를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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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연결(충전식 하이브리드)

점화 스위치를 켤 때 점등.

충전 케이블이 차량 커넥터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점화 스위치를 켤 때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충전 케이블이 차량 커넥터에 연결된 상태에서는 

차량 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고 플랩을 닫으십시오.

12V 배터리 충전

점등.

배터리 충전 회로에 결함이 있습니다(예: 오염된 

단자, 느슨하거나 절단된 알터네이터 벨트).

(1)을 실시하십시오.

전동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아래 사항을 

실시하여 차량을 고정시키십시오.

►  바퀴 중 하나에 초크를 놓으십시오.

단자를 청소하고 조이십시오. 시동을 걸 때 경고등이  

꺼지지 않으면 (2)를 실시하십시오.

제동

점등.

제동 회로의 브레이크 오일 레벨이 현저하게 떨어

졌습니다.

(1)을 실시한 후 제조사 권장사항을 준수하는 오일을 보충

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2)를 실시하십시오.

점등.

전자식 제동력 분배(EBFD) 시스템에 결함

이 있습니다.

(1)을 실시한 후 (2)를 실시하십시오.

전동 주차 브레이크

점등.

전동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되었습니다.

점멸.

작동/해제 기능에 결함이 있습니다.

(1)을 실시하십시오. 평지에 (수평한 지면에) 차량을 주차

하십시오. 

자동 변속기에서 P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점화 스위치를 끄고 (2)를 실시하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신호음과 함께 점등.

파워 스티어링에 결함이 있습니다.

(1)을 실시한 후 (2)를 실시하십시오.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점등.

액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의 오작동이 감지되었습

니다.

시스템을 다시 초기화합니다.

►  점화 스위치를 끄고 30초 이상 기다립니다.

►  점화 스위치를 다시 켜고 5초 이상 기다린 후 엔진 

시동을 겁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3)을 실시하십시오.

도어 열림

접근 식별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속도가 10km/h(6mph)를 초과하면 신호음이 

울려 경보를 보완합니다.

도어 중 하나 또는 트렁크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해제

점점 커지는 신호음과 함께 점등 또는 점멸.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았거나 풀었습니다.

주황색 경고등/표시등

서비스

메시지 표시와 함께 일시적 점등.

특정 경고등이 켜지지 않은 하나 이상의 경미한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메시지를 사용하여 결함의 원인을 파악

하십시오.

리모트 컨트롤 배터리 교체 등의 특정 결함은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감지 시스템 관련 결함과 같은 기타 결함의 

경우 (3)을 실시하십시오.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특정 경고등이 켜지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메시지를 사용하여 결함의 원인을 파악한 

후 (3)을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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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ing brake fault"(주차 브레이크 결함)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전동 주차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2)를 실시하십시오.

서비스 경고등 점등 및 서비스 스패너 점멸 

후 점등.

정비 예정일이 초과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량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BlueHDi 디젤 엔진이 장착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동

점등.

제동 시스템과 관련하여 경미한 결함이 감지되었

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십시오.

(3)을 실시하십시오.

오작동(전동 주차 브레이크의 경우)

"Parking brake fault"(주차 브레이크 

결함)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는 차량을 고정시킬 수 없습

니다.

수동 작동 및 해제 명령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전동 주차 

브레이크 컨트롤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 기능은 항상 사용되어야 하며 컨트롤 고장의 경우 

자동으로 다시 작동합니다.

(2)를 실시하십시오.

"Parking brake fault"(주차 브레

이크 결함)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전동 주차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습니다. 수동 및 자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정차해 있을 때 차량을 고정시키려면

►  계기판에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약 7~15초 동안  

전동 주차 브레이크 컨트롤을 길게 당깁니다.

이 절차를 실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차량을 고정

시키십시오.

►  평지에 주차합니다.

►  자동 변속기에서 P를 선택한 후 제공된 초크를 바퀴 

중 하나에 놓습니다.

그런 다음 (2)를 실시하십시오.

자동 기능 해제(전동 주차 브레이크)

점등.

(시동을 끌 때) "자동 작동" 및 (가속 시) "자동 해제" 

기능이 해제됩니다.

자동 작동/해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엔진 시동을 겁니다.

►  컨트롤을 사용하여 전동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킵

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뗍니다.

► 컨트롤을 10초~15초간 해제 방향으로 길게 누릅니다.

►  컨트롤을 놓습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길게 밟습니다.

►  컨트롤을 2초간 작동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  컨트롤과 브레이크 페달을 놓습니다.

ABS 시스템

점등.

ABS에 결함이 있습니다.

차량의 기존 제동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한 후 (3)을 실시하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점등.

파워 스티어링에 경미한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한 후 (3)을 실시하십시오.

엔진 자가 진단 시스템

점멸.

엔진 제어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촉매 장치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2)를 실시하십시오.

점등.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즉시 경고등이 꺼져야 합니다.

즉시 (3)을 실시하십시오.

다이나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안티-슬립 제어

(ASR)

점등.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DSC/ASR 시스템은 차량 시동을 건 후 속도가 약 50km/h 

(31mph)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다시 작동합니다.

차량 속도가 50km/h(31mph) 미만일 경우에는 수동으로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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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접지력을 상실하거나 궤도를 이탈해 DSC/ASR 

시스템 조정 기능이 작동했습니다.

점등.

DSC/ASR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비상 브레이크 오작동(전동 주차 브레이크의 경우)

"Parking brake fault"(주차 브레이크 

결함)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비상 제동 성능이 최적이 아닙니다.

자동 해제 기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동으로 해제하

거나 (3)을 실시하십시오.

힐 스타트 어시스트

"Anti roll-back system fault"(경사로 

밀림 방지 시스템 결함)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충돌 후 세이프티 브레이크

신호음 또는 메시지 표시를 동반

하며, 서비스 경고등과 함께 점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3)을 실시하십시오.

공기압 부족

점등.

하나 이상의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낮습니다.

최대한 빨리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십시오.

공기압을 조절한 후 감지 시스템을 다시 초기화하십시오.

공기압 부족 경고등 점멸 후 점등 및  

서비스 경고등 점등.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공기압 부족 감지 기능이 더 이상 모니터링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3)을 실시하십

시오.

주차 센서

화면상의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점등.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신호음 또는 메시지 표시를 동반하며,  

서비스 경고등과 함께 점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엔진 예열(디젤)

일시적 점등.

(날씨가 매우 추울 경우 약 30초까지)

점화 스위치를 켤 때 날씨 상태 및 엔진 온도로 인해 엔진 

예열이 필요합니다.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동을 거십시오.

경고등이 꺼질 때 브레이크 페달을 길게 누르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시동을 다시 

거십시오.

액티브 본넷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액티브 본넷이 작동했습니다.

본넷을 만지지 마십시오.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자에 전화하거나 30km/h(19mph) 

이하로 주행하면서 (3)을 실시하십시오.

에어백

메시지 표시를 동반하며, 서비스 경고등

과 함께 점등.

에어백 또는 안전벨트 파이로테크닉 프리텐셔너 중 하나에 

결함이 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ON)

점등.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이 작동되었습니다.

컨트롤이 "ON"(켜짐) 위치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프론트 승객석에 "뒤를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OFF)

점등.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이 해제되었습니다.



16
계기판

01
컨트롤이 "OFF"(꺼짐) 위치로 설정되었습니다.

에어백 관련 결함(결함의 경우 에어백 경고등이 켜짐)이 

없는 경우 "뒤를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습

니다.

낮은 연료 레벨

예비량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신호음 및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처음 켜질 때 탱크에 남은 연료량이 약 6L입니다(예비량).

연료를 보충할 때까지 이 경보는 점화 스위치를 켤 때마다 

반복되며, 연료량이 떨어져 0에 가까워지면서 빈도가 증가

합니다.

즉시 연료를 보충하여 연료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완전히 탱크가 빈 상태가 될 때까지 주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배출 컨트롤 및 분사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보행자 혼(충전식 하이브리드)

점등.

혼 결함이 감지되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충돌 위험 경고/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터치 스크린 메뉴에서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점멸.

앞차량과의 충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작동되어 차량을 잠시 제동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행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점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점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켠 후에도 이 경고등이 켜지면 (3)을 

실시하십시오.

점등.

운전자 및 앞좌석 승객(차량에 따라 다름)

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지되었으나 해당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않았으므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능동형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LDWS)

점등.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대기 상태로 설정

되었습니다.

점멸.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점선 차선 

표시를 횡단하려고 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의도치 않게 차선이나 포장된 갓길을 

가로지를 위험을 감지하면 궤도를 교정하십시오(차량에 

따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주행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점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스탑 & 스타트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이 수동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다음 신호에서 차량을 멈출 때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통해 시스템을 다시 작동합니다.

점등.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의 외부 온도 조건에서는 다음 번 신호에서 차량을 

멈출 때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 0°C 미만

- +35°C 초과

자세한 내용은 주행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점멸 후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3)을 실시하십시오.

AdBlue®(BlueHDi)

잔여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내는 메시지와 함께 

차량 시동 시 약 30초간 점등.

잔여 주행 가능 거리가 800~2,400km(500~1,500마일)

입니다.

AdBlue®를 보충하십시오.

점화 스위치를 켤 때 신호음 및 잔여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내는 메시지와 함께 점등.

잔여 주행 가능 거리가 100~800km(62~500마일)입니다.

즉시 AdBlue®를 보충하거나 (3)을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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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음 및 잔여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내는 메시지

와 함께 점멸.

잔여 주행 가능 거리가 100km(62마일) 미만입니다.

엔진 시동 차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AdBlue® 

를 보충해야 합니다. 또는 (3)을 실시하십시오.

신호음 및 시동 차단을 나타내는 메시지와 함께 

점멸.

AdBlue® 탱크가 비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엔진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으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려면 AdBlue®를 보충하거나 (2)를 실시

하십시오.

탱크에 반드시 5L 이상의 AdBlue®를 추가해야 합니다.

SCR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BlueHDi)

점화 스위치를 켤 때 신호음 및 메시지 

표시와 함께 점등.

SCR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오작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경보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다시 정상 수준이 되면 사라 

집니다.

점화 스위치를 켤 때 AdBlue® 경고등 

점멸. 이와 함께 엔진 자가 진단 경고등이 

계속 켜지며 신호음이 울리고 잔여 주행 가능 거리를 나타

내는 메시지도 표시됨.

표시된 메시지에 따라,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작동하기 전 

1,100km(685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시동 차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3)을 실시하십

시오.

점화 스위치를 켤 때 AdBlue® 경고등 

점멸. 이와 함께 엔진 자가 진단 경고등이 

계속 켜지며 신호음이 울리고 시동이 차단됨을 나타내는 

메시지도 표시됨.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오작동이 확인된 후, 허용된 주행 

한도를 초과한 경우)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시동을 걸려면 (2)를 실시하십시오.

후방 안개등

점등.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DS 나이트 비전

점등.

기능이 작동되었지만 차량을 너무 빠른 속도로 

주행하거나 외부 온도 상태가 작동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Night vision"(나이트 비전)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만 시스템이 경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트 및 시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DS 매트릭스 LED 비전

신호음 및 메시지와 함께 점등.

DS 매트릭스 LED 비전 기술이 탑재된 전조등 

또는 카메라의 오작동이 감지되었습니다.

(2)를 실시하십시오.

자동 전조등 하향

신호음 및 메시지와 함께 점등.

기능 또는 카메라 오작동이 감지되었습니다.

(2)를 실시하십시오.

녹색 경고등/표시등

스탑 & 스타트

점등.

차량 정지 시에 스탑 & 스타트 기능을 통해 엔진이 

STOP(스탑) 모드로 설정되었습니다.

일시적 점멸.

STOP(스탑) 모드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START(스타트) 모드가 자동으로 작동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행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차량 주행 준비 완료(충전식 하이브리드)

점등 시 신호음과 함께 점등.

차량의 주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차량 속도가 약 5km/h(3mph)가 되면 표시등이 꺼지고 

차량이 멈추면 다시 켜집니다.

엔진을 끄고 차량에서 내리면 표시등이 꺼집니다.

시트에 앉은 사람이 없음/안전벨트 미착용

점등.

(회색)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앞좌석 또는 뒷좌석 중 하나에 

앉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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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에 앉은 사람이 있음/안전벨트 착용

점등.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했습니다.

힐 어시스트 내리막길 컨트롤

점등.

(회색)

기능이 작동되었으나 현재 속도가 너무 높아 잠시 중단

되었습니다.

차량 속도를 30km/h(19mph) 미만으로 낮추십시오.

점등.

시스템이 작동되었으나 조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경사도, 속도가 너무 높음, 기어가 체결된 

상태).

점멸.

기능이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제동 중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집

니다.

방향 지시등

신호음과 함께 점멸.

방향 지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주간 전조등/미등

점등.

밝기가 적절한 경우 주간 전조등이 켜집니다.

밝기가 부적절한 경우 미등이 켜집니다.

전조등 하향

점등.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DS 나이트 비전

점등.

(회색)

기능이 작동되었으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등.

기능이 작동 중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트 및 시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DS 매트릭스 LED 비전

점등.

기능이 작동되었습니다.

자동 전조등 하향

점등.

(회색)

기능이 작동되었으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점등.

터치 스크린 메뉴에서 이 기능이 작동 

되었습니다.

라이트 컨트롤 레버 링이 "AUTO"(자동) 위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트 및 시야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파란색 경고등/표시등

전조등 상향

점등.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e-SAVE 기능(충전식 하이브리드)

예비 전기 주행 가능 거리 표시와 함께 점등.

기능이 작동되었습니다.

검은색/흰색 경고등

브레이크 밟음

점등.

브레이크 페달 압력이 충분치 않거나 전혀 감지

되지 않습니다.

엔진이 작동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기 전에 P 모드

에서 나오십시오.

표시계

서비스 표시계
정비 정보는 거리(km 또는 마일) 및 시간(월 또는 일)으로  

표시됩니다.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조건에서 경고가 표시됩니다.

정비 정보가 계기판에 나타납니다. 차량에 따라

- 거리 기록계 표시선이 다음 정비 주기 예정일 전 잔여 

거리나 예정일 이후 주행 거리를 표시합니다(앞에 "-" 

부호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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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메시지가 잔여 거리와 다음 정비 예정일 전 기간 

또는 예정일 초과 기간을 표시합니다.

표시된 값은 마지막 정비 이후 주행 거리 및 경과 

시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정비 예정일에 가까워지면 경보도 울릴 수 있습니다.

스패너 표시

점화 스위치를 켤 때 일시적 점등.

다음 정비 예정일까지 1,000~3,000km(620~ 

1,860마일) 남았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켤 때 점등.

다음 정비 예정일까지 1,000km(620마일) 미만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스패너 표시 점멸

점화 스위치를 켤 때 점멸 후 점등.

(BlueHDi 디젤 차량의 경우 서비스 경고

등도 함께 점등)

정비 예정일이 초과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량을 점검받으십시오.

서비스 표시계 재설정

정비 실시 후에는 항상 서비스 표시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직접 차량을 정비한 경우:

►  점화 스위치를 끕니다.

 

 

 

 

►  라이트 컨트롤 레버 끝에 위치한 버튼을 길게 누릅

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창이 잠시 나타

나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  디스플레이에 =0이 표시되고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라이트 컨트롤 레버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스패너 

표시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조작한 후 배터리를 분리할 경우 차량

을 잠그고 나서 재설정이 감지되도록 5분 이상 

기다리십시오.

서비스 정보 알림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

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정비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

니다.

► 그런 다음 Safety(안전) > Diagnostics(진단)를 선택

하십시오.

엔진 오일 레벨 표시계
(차량에 따라 다름)

전자식 게이지가 있는 차량의 경우, 점화 스위치를 켜면 

엔진 오일 레벨 상태가 정비 정보 뒤에 메시지의 형태로 

몇 초간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차량이 평지에 있고 시동을 30분 넘게 끈 경우

에만 레벨 값이 정확합니다.

낮은 오일 레벨

서비스 경고등 점등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Oil level 

incorrect"(오일 레벨 부정확함) 메시지가 표시되어 낮은 

오일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스틱으로 점검하여 오일 레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연료를 보충하여 엔진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레벨 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오일 게이지 오작동

이 오작동은 계기판의 "Oil level measurement invalid" 

(오일 레벨 측정 무효)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자식 게이지가 오작동인 경우 오일 레벨이 더 

이상 모니터링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엔진 룸에 있는 수동 딥스틱

을 사용하여 엔진 오일 레벨을 점검해야 합니다.

레벨 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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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온도 표시계
이러한 정보는 계기판의 맞춤 설정 영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엔진 작동 중:

- A 구역에 있는 경우, 온도가 정확합니다.

- B 구역에 있는 경우,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때, 계기판 

에 이와 관련된 경고등 및 STOP(스탑) 경고등이 빨간색 

으로 켜지며 메시지도 표시되고 신호음도 울립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세워야 합니다.

몇 분 기다린 후 시동을 끄십시오.

점화 스위치를 끈 후 주의를 기울여 본넷을 열고 

냉각수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레벨 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dBlue® 주행 가능 거리 표시계
(BlueHDi)

디젤 BlueHDi 엔진에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 배출  

컨트롤 시스템 및 배기 가스 처리용 디젤 분진 필터(DPF)

와 연관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AdBlue® 

요소수가 없으면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AdBlue® 수준이 예비량(0~2,400km(0~1,500마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점화 스위치를 켠 후에 경고등이 켜지고 

엔진 시동이 차단되기 전까지의 주행 가능 거리 추정치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AdBlue® 탱크가 비면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동 

차단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면 최소

량의 AdBlue®를 보충할 때까지 시동을 걸 수 없게 

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 수동 표시

주행 가능 거리가 2,400km(1,500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

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주행 거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Safety(안전) > Diagnostics(진단)를 선택

하십시오.

AdBlue® 부족 시 필요한 조치

AdBlue® 요소수의 양이 2,400km(1,500마일)의 주행 

가능 거리에 해당하는 예비량보다 적은 경우 다음 페이지와 

같은 경고등이 켜집니다.

경고등과 함께 메시지가 표시되어 엔진 시동이 차단되지 

않도록 요소수를 보충해야 한다는 점을 규칙적으로 알립 

니다. 표시된 메시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고등 및  

표시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dBlue®(BlueHDi) 및 특히 보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경고등/ 

표시등 

켜짐

조치 주행 가능 거리

 

 

보충하십시오. 800km~2,400km

(500마일~ 

1,500마일)
 

 

최대한 빨리 보충

하십시오.

100km~800km

(62마일~500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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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표시등 

켜짐

조치 주행 가능 거리

 

 

반드시 보충하십 

시오.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0km~100km

(0마일~62마일)

 

 

다시 시동을  

걸려면 탱크에  

5L 이상의 

AdBlue®를  

보충해야 합니다.

0km(0마일)

SCR 배출 컨트롤 시스템 오작동

오작동 감지
 

 

오작동이 감지될 경우, 신호음과 함께 이와  

같은 경고등이 켜지며 "Emissions control 

fault"(배출가스 제어 결함) 메시지도 표시

됩니다.

처음 결함이 감지되었을 때는 주행 시, 그리고 해당 결함 

원인이 지속되는 경우 다음 번 주행 시에 점화 스위치를 

켤 때 경보가 작동합니다.

결함이 일시적인 경우 SCR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 

자가 진단 점검 후 다음 번 주행 시에 경보가 사라

집니다.

허용된 주행 상태일 때(0~1,100km(0~685마일)) 

오작동 확인

50km(31마일)를 주행한 후에도 결함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 SCR 시스템의 결함이 확인됩니다.

AdBlue 경고등이 깜박이고 잔여 주행 가능 거리(단위: 

km 또는 마일)를 나타내는 "Emissions control fault: 

starting prevented in X miles (kms)"(배출가스 제어 

결함: Xkm(mile) 후 시동 차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주행 중에는 메시지가 30초마다 표시됩니다. 점화 스위치

를 켜면 경보가 반복됩니다.

시동 차단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1,100km(685마일)

까지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시동 차단

점화 스위치를 켤 때마다 "Emissions control fault: 

Starting prevented"(배출가스 제어 결함: 시동 차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엔진 시동을 다시 걸려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력 표시계(충전식 하이브리드)
전력 표시계는 차량에 필요한 전력을 실시간으로 표시

합니다.

3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POWER 

(전원)

높은 전력 수요, 가솔린 엔진과 전동 모터의 

결합 성능 사용.

높은 수준의 성능이 요구되는 보다 역동적인 

주행 단계에서 슬라이더가 이 구역에 위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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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에코)

최적의 에너지 활용(내연 또는 전기).

전기로 주행할 때와 가솔린 엔진을 최적으로 

사용할 때 슬라이더가 이 구역에 위치하며, 

적절한 주행 스타일을 채택하여 이 둘 모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호는 가솔린 엔진의 시동이 다시 걸리는 

임계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가속을 

조절하여 전동 주행 모드를 유지할 수 있습

니다.

CHARGE 

(충전)

에너지 재생을 통한 구동 배터리 일부 충전.

감속 중, 즉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제동할 

때 슬라이더가 이 구역에 위치합니다.

충전 레벨 표시계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는 동안 구동 배터리의 충전 

레벨 및 전동 주행 모드의 잔여 주행 가능 거리가 계속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주행 가능 거리는 차량 사용(운전 습관 

및 속도), 외부 온도 및 작동하는 쾌적성 장비에 

따라 다릅니다.

수동 테스트
이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시계를 확인하고 경보 기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 그런 다음 Safety(안전) > Diagnostics(진단)를 선택

하십시오.

다음 정보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 타이어 공기압

- 엔진 오일 레벨(엔진에 따라 다름)

- 다음 정비 예정일

- AdBlue® 및 SCR 시스템(BlueHDi 디젤)과 관련한 

주행 가능 거리

- 현재 경보

점화 스위치가 켜질 때마다 이 정보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총 거리 기록계
총 거리 기록계는 첫 등록 후 총 차량 주행 거리를 측정

합니다.

점화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는 총 거리가 계속 표시되며, 

점화 스위치를 끈 후에는 30초 동안 계속 표시됩니다.  

운전석 도어가 열린 경우와 차량이 잠금 또는 잠금해제된 

경우에도 표시됩니다.

해외에서 주행하는 경우, 거리 단위(km 또는 

mile)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해당 

국가의 공식 단위(km/h 또는 mph)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단위는 차량이 멈춰 있을 때 화면 구성 애플리케이션

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총 거리 기록계는 트립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트립 컴퓨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조도 조절기
계기 및 컨트롤의 밝기를 외부 밝기 수준에 맞게 수동으로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Settings(설정) > Brightness(밝기)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Cockpit"(콕핏) 카테고리에서 슬라이더를 원하는 

설정으로 누르거나 이동하십시오.

트립 컴퓨터
현재 주행과 관련된 정보(주행 가능 거리, 연료 소비량, 

평균 속도 등)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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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다양한 탭 표시

 

 

 

 

►  와이퍼 컨트롤 레버 끝의 이 버튼을 눌러 다음 탭을 

차례대로 표시합니다.

- 현재 정보:

• 현재 연료 소비량(가솔린 또는 디젤)

• 스탑 & 스타트의 시간 카운터(가솔린 또는 디젤)

• 전체 전동 주행 모드에서 이동한 현재 주행 비율 

(충전식 하이브리드)

• 총 거리 기록계(충전식 하이브리드)

- 트립 "1" 이후 트립 "2":

• 평균 속도

• 평균 연료 소비량

• 주행 거리

계기판에 표시된 페이지의 설정 및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작동/해제에 따라 트립 컴퓨터가 

어느 한쪽 또는 둘 다에 표시됩니다.

디지털 계기판 및 DS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관한 

정보는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트립 재설정
►  원하는 트립이 표시되면 와이퍼 컨트롤 레버 

끝의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트립 "1"과 "2"는 서로 무관하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용어 정의

주행 가능 거리

(km 또는 mile)

(마지막 몇 km(마일)의 주행 거리 동안 확인된 

평균 연료 소비량을 기준으로) 탱크에 남은 연료를 

사용하여 계속 주행 가능한 거리.

운전 습관 또는 지형이 변해 현재 연료 소비량이 크게  

변하는 경우 이 값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가 30km(19마일) 미만으로 떨어지면 대시 

기호가 표시됩니다.

5L 이상 연료를 보충한 후 100km(62마일) 넘게 주행한 

경우 주행 가능 거리가 다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주행 시 숫자 대신 대시 기호가 계속 표시되면 오작동이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현재 연료 소비량

(l/100km, km/l 또는 mpg)

이전의 몇 초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기능은 30km/h(19mph) 이상에서만 표시됩니다.

평균 연료 소비량

(l/100km, km/l 또는 mpg)

마지막 트립 컴퓨터 재설정 후에 계산됩니다.

평균 속도

(km/h 또는 mph)

마지막 트립 컴퓨터 재설정 후에 계산됩니다.

주행 거리

(km 또는 mile)

마지막 트립 컴퓨터 재설정 후에 계산됩니다.

스탑 & 스타트 시간 타이머

(분/초 또는 시/분)  

차량에 스탑 & 스타트 기능이 장착된 경우 시간 카운터가 

주행 중 STOP(스탑) 모드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켤 때마다 시간 카운터가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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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치 터치 스크린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 및 실외 온도

- 히팅/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컨트롤 및 설정 알림

- 주행 보조 기능, 편의 및 안전 기능, 오디오 장비 및  

디지털 계기판 설정

-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유 기능 설정

- 시각 조작 보조 기능 표시

- 대화형 사용설명서

- 비디오 설명서(예: 화면 관리, 주행 보조 기능, 음성 인식)

- 오디오 장비 및 전화 컨트롤 및 관련 정보 디스플레이

- 커넥티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디스플레이

- 내비게이션 시스템 컨트롤 및 관련 정보 디스플레이 

(사양에 따라 다름)

- 음성 인식(사양에 따라 다름)

안전상의 이유로,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조작을 실시

해야 합니다.

일부 기능은 주행 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권장사항
본 권장사항은 터치 스크린 및 스마트 터치(SMART 

TOUCH)에만 해당됩니다(사양에 따라 다름).

터치 스크린 및 스마트 터치(SMART TOUCH) 화면은 

정전용량식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스크린에 뾰족한 물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젖은 손으로 터치 스크린을 만지지 마십시오.

►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사용하여 터치 스크린을 청소

하십시오.

주 컨트롤 장치
홈페이지 중 하나 이용

첫 번째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Climate(기후)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액세스 

Shortcuts for driving aids(주행 보조 기능  

단축키)에 직접 액세스

►  터치 스크린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여 빠른 설정 목록(예: Brightness(밝기), Diagnostics 

(진단))에 액세스합니다.

►  화면에 표시되는 페이지에 따라, (콘텍스트 메뉴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마트폰과 같이 손가락으로 스와이프

하여 텍스트를 스크롤합니다.

콘텍스트 메뉴 표시하기/숨기기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  기능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해당 라인의 설명을 누릅

니다(슬라이더를 오른쪽/왼쪽으로 밀어 변경 확인: 기능 

작동/해제).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 이용

기능 파라미터에 액세스

단축키 추가/삭제

짧게 누름, 점화 스위치 꺼짐: 시스템 켜짐/꺼짐

짧게 누름, 점화 스위치 켜짐: 음소거/음향 복구

길게 누름, 점화 스위치 켜짐: 대기 모드 시작(음소거, 화면 

및 시계 표시 꺼짐)

음량 조절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월에 

액세스합니다.

임의의 페이지에서 세 손가락으로 터치 스크린

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월을 표시합니다.

이곳에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오디오 및 텔레매틱 시스템을 설명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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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S

주행 보조 기능 작동/해제 및 구성

기후

온도, 송풍량 등의 설정

듀얼 존 자동 에어 컨디셔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열선 스티어링 휠 작동/해제

열선 스티어링 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시트 옵션

시트 편의 기능 작동/해제 및 구성(열선, 환기 및 

마사지)

열선 또는 통풍 시트 또는 멀티 포인트 마사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오디오 시스템, 터치 스크린 및 디지털 계기판의 

기본 설정

외부 라이트, 차량 액세스 및 안전 기능 작동/해제 및 

구성

에너지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액세스(에너지 흐름, 

소비량 통계, 충전 예약, e-Save 기능)

에너지 애플리케이션

에너지 흐름

이 페이지는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을 실시간

으로 나타냅니다.

1. 액티브 드라이빙 모드

2. 가솔린 엔진

3. 전동 모터

4. 구동 배터리 충전 레벨

에너지 흐름은 각 주행 유형별 특정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 파란색: 100% 전기 에너지

- 흰색: 가솔린 엔진의 에너지

- 녹색: 에너지 재생

통계

이 페이지는 전기 에너지 및 연료 소비량 통계를 표시

합니다.
 

 

1. 현재 트립에 대한 평균 전기 소비량(kWh/100km) 

및 이전 값

- 파란색 그래프: 구동 배터리에서 직접 사용된 에너지

- 녹색 그래프: 감속 및 제동 단계 중 재생되어 배터리 

충전에 사용된 에너지

2. 현재 트립에 대한 평균 연료 소비량(l/100km) 및 이전 

값(주황색 그래프)

충전

이 페이지를 통해 충전 예약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구동 배터리 충전(충전식 하이브리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SAVE

e-SAVE 기능은 구동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 전체 또는 

일부를 예약하여 이후 주행 중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도시 지역 또는 전기 자동차 전용 구역 통과 시)

►  예약할 전기 주행 가능 거리(10km(6mile), 20km 

(12mile) 또는 전체 거리 MAX(최대))를 선택한 다음  

기능을 작동합니다.

이 기능의 작동은 계기판에 표시등이 점등되고 

에너지 예비량이 km 또는 mile로 표시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예비량을 사용하려면 모드 셀렉터에서 

Electric(전동) 주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요청한 주행 가능 거리가 사용 가능한 거리를  

초과할 경우(권장되지 않음) 내연 기관은 요청한 

임계값까지 구동 배터리를 충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연료가 과도하게 소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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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터치 
(SMART TOUCH)
이 시스템은 DS IRIS SYSTEM과 관련된 터치 스크린입

니다. 운전자가 도로에서 눈을 뗄 필요 없이 터치 스크린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맞춤 설정이 가능한 단축키를 제공합니다. 

매체 애플리케이션 또는 미리 설정한 방송국,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또는 미리 설정한 목적지, 전화기 애플리

케이션 또는 연락처로 전화, 사용설명서, 기능 설정(예: 

스탑 & 스타트, 파노라마 카메라) 등

음성 명령 외에도 관련된 모든 기능에 대한 필기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매핑 

(줌 인/아웃, 회전)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떼면 모든 사용자 작업에 대한 유효성이 확인

됩니다.

맞춤 설정 - 스마트 터치(SMART TOUCH)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디오 장비 및 텔레매틱 시스템에 대한 해당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차량이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 터치 스크린

이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몇 분 기다린 후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원격 작동 추가 기능 
(충전식 하이브리드)
 

 

MyDS App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구동 배터리 충전 관리(충전 예약)

- 온도 사전 조절 관리

- 충전 상태 및 차량 주행 거리 확인

설치 절차

►  스마트폰의 해당 온라인 스토어에서 MyDS App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합니다.

►  계정을 생성합니다.

►  차량 VIN(차량 등록 문서에서 "VF"로 시작하는 코드)

을 입력합니다.

식별 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네트워크 사용 범위

다양한 원격 작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은 모바일 네트워크 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차량과의 통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예: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  

앱에는 차량과의 연결을 설정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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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전자식 키 및 내장 키

리모트 컨트롤 기능
 

 

차량에 따라,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다음의 리모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잠금해제/잠금/이중잠금

- 트렁크 잠금해제 - 열기

- 도어 미러 접기/펴기

- 외부 도어 손잡이 접기/펴기

- 알람 작동/해제

- 차량 위치 확인

- 윈도우 열기/닫기

- 선루프 닫기

- 전자식 이모빌라이저 작동

내장 키

차량에 따라, 리모트 컨트롤에 내장된 키를 다음 작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수동 차일드 락 작동/해제

-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작동/해제

- 도어의 백업 잠금해제/잠금
 

 

►  키를 빼내거나 다시 삽입하려면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내장 키를 빼낸 후에는 해당 백업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키를 소지하십시오.

리모트 컨트롤 전파 인증 정보

제조사 인증 번호

IML VALEO R-C-VCD-IM3A

해당 제품은 제조 또는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

로서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은 무선설비의 기기입니다.

차량 잠금해제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선택적 잠금해제(운전석 도어, 

트렁크) 설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잠금해제

►  잠금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차량의 도어 손잡이 및 차량에 따라 도어 미러가 펴집니다.

선택적 잠금해제

운전석 도어 및 연료 주입구 플랩

►  잠금해제 버튼을 누릅니다.

►  다시 눌러 다른 도어 및 트렁크를 잠금해제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충전 노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전체 잠금해제 또는 선택적 잠금해제 및 차량에 따라 알람 

해제는 방향 지시등이 깜박이고 주간 전조등이 켜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도어 미러가 펴집니다.

윈도우 열기

► 윈도우를 열려면 잠금해제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차량에 따라 다름).

►  다시 누르면 윈도우 열기 작동이 멈춥니다.

테일게이트의 선택적 잠금해제 및 열기

기본 설정으로, 테일게이트의 선택적 잠금해제 기능이 

작동 해제되고 전동 기능이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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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튼을 길게 눌러 트렁크를 잠금해제하고, 

차량에 따라 테일게이트 전동 열림 기능을 작동

합니다.

테일게이트의 선택적 잠금해제가 작동하면 도어 및 연료 

주입구 플랩은 잠긴 상태로 유지됩니다.

테일게이트의 선택적 잠금해제 기능이 해제된 경우, 버튼

을 누르면 차량 전체가 잠금해제됩니다.

테일게이트의 전동 작동이 중지된 경우 버튼을 

누르면 부분적으로 열립니다.

차량을 잠그려면 테일게이트를 다시 닫아야 합니다.

차량 잠금
 

 

일반 잠금

►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잠금 및 차량에 따라 알람 작동은 방향 지시등 및 주간  

전조등이 켜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손잡이 및 차량에 따라 도어 미러가 접힙니다.

접근 경로(도어나 트렁크)가 제대로 닫혀 있지 

않으면 차량이 잠기지 않습니다. 알람 장착 차량의 

경우, 알람은 45초 후 작동합니다.

차량을 잠금해제한 후에 도어 또는 트렁크를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약 30초 후에 차량이 다시 자동으로 

잠깁니다. 알림 장착 차량의 경우, 알람이 자동으로 

재작동됩니다.

이중잠금
 

 

이중잠금 상태가 되면 실내 도어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 제어 잠금장치 버튼도 해제됩

니다.

혼은 계속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이중잠금 상태일 경우에는 차내에 사람을 절대 남겨

두지 마십시오.

►  3초 이내에 잠금 버튼을 다시 눌러 차량을 이중으로  

잠급니다(방향 지시등이 잠시 켜지는 것으로 확인).

윈도우 및 선루프 닫기

신호음이 울린 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  윈도우 및 차량에 따라, 선루프를 완전히 닫으려면  

잠금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  다시 누르면 닫기 작동이 멈춥니다.

윈도우 및 선루프가 올바르게 닫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없도록 하십시오.

알람 장착 차량의 경우, 윈도우 및 선루프를 일부 열어  

두려면 먼저 실내 체적 알람 보호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알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차량 위치 확인
이 기능을 사용하면 차량이 잠긴 상태에서 멀리서도 차량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방향 지시등이 약 10초간 깜박입니다.

- 도어 미러 스팟 램프가 켜집니다.

- 커티시 라이트가 켜집니다.

►  이 버튼을 누릅니다.

권장사항

리모트 컨트롤

리모트 컨트롤은 민감한 고주파 장치이므로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작동하면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량이 잠금해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작동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는 리모트 컨트롤의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난 방지

전자식 차량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잠금

도어가 잠긴 상태로 주행하면 비상 시 긴급 구조대

의 실내 진입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잠깐 동안이라도 차에서 내릴 때에는 

항상 전자식 키를 소지하십시오.



29
액세스
02

중고차 구매

DS 서비스 센터에 키 코드를 저장해 소지하고 

있는 키가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되도록 

하십시오.

근접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이는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입니다.

이는 전자식 키의 감지만으로 자동 차량 잠금/잠금해제가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전자식 키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접근 시에 

차량이 잠금해제되고 차량에서 멀어지는 경우 잠깁니다.

전자식 키가 30분 이상 차량과 2~5m 거리의 구역에 있는 

경우 배터리를 보존하기 위해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키 인식 구역:
 

 

구역 A: 차량에 접근 시 웰컴 라이트 켜짐(차량과 2~5m 

거리)

구역 B: 차량에서 내릴 때 자동 잠금 켜짐(차량과 약 2m 

거리)

구역 C: 차량 접근 시 자동 잠금해제 켜짐(차량과 1~2m 

거리)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전자식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운전자는 전동 손잡이를  

눌러 차량을 잠그고 잠금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전동 손잡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차량 잠금해제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선택적 잠금해제(운전석 도어, 

트렁크) 설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잠금해제

차량(도어 및 트렁크)은 다음과 같이 잠금해제됩니다.

►  자동 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운전자가 접근할 때(구역 C) 

자동으로 

►  또는 손잡이를 가볍게 눌러 

잠금해제 및 차량에 따라 알람 해제는 방향 지시등이 깜박

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도어 손잡이 및 차량에 따라 도어 미러가 펴집니다.

어떠한 조작도 없이 키가 15분 이상 차량 주변 

(구역 A, B 또는 C)에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자동 

기능이 해제됩니다. 차량을 잠금해제하거나 잠그려면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도어 손잡이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도어 손잡이를 사용해도 차량이 잠기지 않거나 잠금

해제되지 않을 경우 키를 가까이 가져간 후 필요한  

조작을 반복하여 수행하십시오.

선택적 잠금해제

운전석 도어 및 연료 주입구/충전 플랩

다음과 같이 잠금해제됩니다.

►  자동 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운전석 도어에 접근 시 

자동으로

►  또는 손잡이를 가볍게 눌러

운전석 도어 손잡이가 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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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내부에서 모든 액세스를 잠금해제하려면 중앙 

제어 잠금 버튼을 누르거나 도어의 열림 컨트롤을 당깁니다.

사용자가 구역 A를 벗어나 전자식 키의 잠금해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선택적 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운전석 도어와 연료 주입구 플랩만 잠금해제됩

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차량의 나머지 잠금장치가 

해제됩니다.

테일게이트의 선택적 잠금해제

테일게이트는 차량 뒤쪽에 접근 시 자동으로 잠금해제

됩니다.

►  테일게이트 컨트롤을 누르면 트렁크가 개방됩니다.

도어는 잠긴 상태로 유지됩니다.

차량 잠금

일반 잠금
 

 

도어 및 트렁크가 닫힌 상태에서 차량은 다음과 같이 

잠깁니다.

► 자동 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운전자가 인식 구역 B에서 

벗어날 때 자동으로

►  또는 도어 손잡이 중 하나를 가볍게 눌러

차에서 내릴 때 잠금을 나타내는 신호음이 울리고 방향 

지시등이 켜지는 것으로 잠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식 키가 차내에 그대로 있으면 차량을 잠글 수 없습니다.

손잡이가 접힌 상태로 차량이 잠금해제되는 경우 

손잡이를 먼저 누르면 모든 손잡이가 펴집니다. 

차량은 잠금해제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잡이 중 하나를 다시 눌러 잠그십시오.

이중잠금
 

 

이중잠금 상태가 되면 실내 도어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앙 제어 잠금장치 버튼도 해제됩

니다.

혼은 계속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이중잠금 상태일 경우에는 차내에 사람을 절대 남겨

두지 마십시오.

 

 

►  운전석 도어 손잡이를 가볍게 눌러 차량을 잠급니다. 

►  3초 이내에 다시 눌러 차량을 이중으로 잠급니다.  

(방향 지시등이 잠시 켜지는 것으로 확인)

손잡이가 접힌 상태로 차량이 잠금해제되는 경우 

손잡이를 먼저 누르면 모든 손잡이가 펴집니다. 

차량은 잠금해제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손잡이 중 하나를 다시 눌러 잠그십시오.

도어 중 하나 또는 트렁크가 여전히 열려 있거나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의 전자식 키가 

차내에 그대로 있으면 중앙 제어식 잠금장치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잠금해제한 후에 도어 또는 테일게이트

를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약 30초 후에 차량이 

다시 자동으로 잠깁니다. 차량에 장착된 경우 알람은 

자동으로 재작동합니다(이전에 작동된 경우).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도어 미러 자동 접기/펴기 

설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잠깐 동안이라도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의 전자식 키를 두고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차량이 잠금해제된 상태일 때 키가 규정된 구역 중  

하나에 있는 경우 도난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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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키의 배터리와 차량 배터리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이 수행됩니다.

- 접근 시 잠금해제 기능(구역 C)은 며칠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약 일주일) 절전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차량을 잠금해제하려면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도어 손잡이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다음에 차량 시동을  

걸면 자동 잠금해제 및 잠금 기능이 재작동됩니다.

- 이후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로 웰컴 라이트가 

수차례 연속해서 작동하면 해제됩니다.

- 21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핸즈 프리" 기능이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기능을 복구하려면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차량을 잠금해제하고 엔진의 시동

을 겁니다.

전기적 간섭

전자식 키는 전자 장치(예: 휴대폰(켜짐 또는  

대기), 노트북 컴퓨터, 강력한 자기장)와 가까이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식 키를 

전자 장치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중앙 제어 잠금장치
 

 

 

 

수동
►  이 버튼을 눌러 차량 내부에서 차량(도어 및 트렁크)을 

잠금/잠금해제합니다. 

중앙 제어 잠금장치는 특정 도어가 열려 있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손잡이를 펴려면 차량이 잠겨 있을 때 버튼

을 한 번 누르거나 차량이 잠금해제되어 있을 때 

버튼을 두 번 누르십시오.

외부에서 잠금/이중잠금 시

외부에서 차량을 잠금 또는 이중잠금할 경우

에는 표시등이 깜박이고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잠근 후에 내부 도어 컨트롤 중 하나를 

당겨 차량을 잠금해제하십시오.

►  이중잠금 후에는 리모트 컨트롤,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 또는 내장 키를 사용하여 차량을 

잠금해제해야 합니다.

자동(침입 방지 보안)
도어 및 트렁크는 주행 중 자동으로 잠깁니다.  

(10km/h(6mph)의 속도 초과 시)

이 기능을 해제하거나 다시 작동하려면(기본적으로 작동)

►  확인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길거나 부피가 큰 물체 운반

중앙 제어 잠금 컨트롤을 눌러 트렁크가 열려 

있고 도어가 잠긴 상태로 주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량 속도가 10km/h(6mph)를 초과할 때마다 잠금

장치가 다시 튀어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경보가 표시

됩니다.

백업 절차

키, 리모트 컨트롤, 전자식 키 분실
자동차 등록증 및 개인 식별 문서를 소지하고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서는 새 키의 주문에 필요한 키 코드 및 

트랜스폰더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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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를 사용하여 차량의 전체 잠금/
잠금해제
다음의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 리모트 컨트롤 배터리 방전

- 리모트 컨트롤 오작동

- 차량 배터리 방전

- 강한 자기장 간섭을 받는 지역의 차량

먼저, 리모트 컨트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그런 다음, 리모트 컨트롤을 다시 초기화합니다.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운전석 도어 손잡이를 눌러 편 

다음 잡아 당겨 잠금장치에 접근합니다.

►  도어 잠금장치에 키를 꽂습니다.

►  운전석 도어 핸들을 살짝 놓습니다.

►  차량의 앞쪽 또는 뒤쪽 방향으로 키를 돌려 차량을 

잠금해제하거나 잠급니다.

알람 장착 차량의 경우, 키를 사용하여 잠그면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람이 작동하면 도어를 열 때 사이렌이 울립니다.  

점화 스위치를 켜면 중지됩니다.

중앙 제어 잠금장치 미작동
다음의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 중앙 제어 잠금장치 오작동

- 배터리 분리 또는 방전

중앙 제어 잠금장치 오작동 시에는 배터리를 분리

하여 차량을 완전히 잠그십시오.

좌측 프론트 도어

►  손잡이가 접혀있는 경우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눌러 

폅니다.

►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금장치에 접근합니다.

►  잠금장치에 키를 꽂은 후 돌려 도어를 잠급니다.

기타 도어

해제

►  실내 도어 개방 컨트롤을 당깁니다.

잠금
 

 

►  도어를 엽니다.

►  리어 도어의 경우 차일드 락이 켜지지 않았는지 확인

합니다.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키를 도어 잠금장치에 있는 래치에 가볍게 삽입한 

다음 래치를 도어 바깥쪽으로 1/8바퀴 돌립니다.

►  도어를 닫은 후 외부에서 차량이 잠겨 있는지 확인

합니다.

배터리 교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기판에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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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유형: CR2032/3V
 

 

►  홈에 소형 스크루드라이버를 끼워 커버를 푼 후에 들어 

올립니다.

►  하우징에서 방전된 배터리를 꺼냅니다.

►  극성에 주의하면서 새 배터리를 해당 위치에 삽입합

니다. 모서리에 있는 단자에 삽입한 다음 장치에 커버를 

끼웁니다.

►  리모트 컨트롤을 다시 초기화합니다.

리모트 컨트롤 재초기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리모트 컨트롤 배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배터리 

에는 환경에 유해한 금속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승인된 처리장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장비에는 버튼 형태의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배터리를 삼키지 마십시오. 화학적 화상의 위험이 있습

니다!

배터리를 삼키면 단 2시간 만에 심각한 내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삼켰거나 신체 일부에 들어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새 배터리 및 사용한 배터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함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제품의 사용을 중단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교체하는 배터리의 유형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동일한 유형으로 교체하십시오.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의 폭발 또는 누출 위험이 

있습니다!

온도가 매우 높은 환경이나 고도가 높아 압력이 극도로 

낮은 환경에서 사용/보관/배치하지 마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를 태우거나 파손시키거나 절단하지  

마십시오.

리모트 컨트롤 재초기화
배터리를 교체한 후 또는 결함이 있는 경우 리모트 컨트롤

을 다시 초기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손잡이를 눌러 편 다음 잠금

장치에 접근합니다. 

►  비상 키(리모트 컨트롤에 내장)를 잠금장치에 꽂아 

차량을 개방합니다.

►  점화 스위치가 켜질 때까지 스티어링 컬럼의 백업  

리더에 전자식 키를 대고 있습니다.

►  자동 변속기의 P 모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점화 스위

치를 켭니다.

재초기화 후에도 결함이 지속되는 경우 즉시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도어

전동 손잡이
다음과 같이 차량 상태에 따라 도어에 장착된 손잡이가 

자동으로 펴지고 접힙니다.

- 차량을 잠금해제하면 핸들이 펴져 차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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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잠그면 손잡이가 접힙니다.
 

 

A. 접힌 위치

B. 펴진 위치

►  전동 손잡이를 눌러 언제든지 손잡이를 수동으로 펼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펴진 후에는 차량을 잠그지 않고 3분이 경과하면 

손잡이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차량에 따라, 전자식 키가 감지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는 경우에도 차량이 잠금/잠금해제됩니다.

근접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결함 또는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한 경우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눌러 운전석 손잡이를 

수동으로 펴십시오. 그런 다음 손잡이를 잡아당겨 잠금

장치에 접근한 후 백업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백업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손잡이를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너무 자주 누르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서리가 내린 경우 손잡이를 눌러 해제하십시오.

차량 내부에서 다음과 같이 손잡이를 펼 수 있습니다.

- 도어를 열어서

- 차량이 잠긴 경우에는 중앙 제어 잠금장치를 한 번, 

차량이 잠금해제된 경우 두 번 눌러서

주행 시 차량 속도가 3km/h(2mph)를 초과하면 손잡이가 

자동으로 접힙니다.

열기

외부에서

►  차량을 잠금해제하여 도어 손잡이를 폅니다.

►  손잡이를 잡아당깁니다.

선택적 잠금해제가 작동한 경우에는 운전석 도어 

손잡이만 펴지고 운전석 도어만 열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  실내의 도어 열림 레버를 당깁니다. 그러면 외부 도어 

손잡이가 자동으로 펴집니다.

내부에서 도어 중 하나를 열면 차량의 나머지가 잠금해제

됩니다.

선택적 잠금해제 기능 작동 시

- 운전석 도어를 열면 운전석 도어만 잠금해제

됩니다(차량을 이미 완전히 잠금해제하지 않은 경우).

- 승객석 도어 중 하나를 열면 차량의 나머지가 잠금

해제됩니다.

- 내부에서 도어를 열면 외부의 모든 손잡이가 펴집

니다.

트렁크

테일게이트 열기
►   차량을 잠금해제하거나 전자식 키가 인식 구역 안에 

있을 때 테일게이트 열림 컨트롤을 누릅니다.

►  테일게이트를 들어올립니다.

선택적 잠금해제 기능이 작동하는 경우, 전자식 

키가 차량 후방과 가까워야 합니다.

테일게이트는 자전거 캐리어를 싣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테일게이트 닫기
►  내부 손잡이를 사용하여 테일게이트를 내립니다.

►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테일게이트 외부를 아래로 눌러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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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을 때 테일게이트를 움직

이는 것이 어렵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불편함이 더욱 심해지고 테일게이트가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DS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백업 해제
배터리 또는 중앙 제어 잠금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수동으로 트렁크를 잠금해제합니다.

잠금해제

►  뒷좌석을 접어 트렁크 내부에서부터 잠금장치에 접근

합니다.
 

 

►  잠금장치의 구멍 A에 소형 스크루드라이버를 넣어 

트렁크를 잠금해제합니다.

►  래치를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닫은 후 잠금

다시 닫은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트렁크가 잠긴 상태로 

유지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
(차량에 따라 다름)

차량이 멈춘 상태일 때에만 전동 테일게이트를 작동해야 

합니다.
 

 

전동 테일게이트가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동 테일게이트의 잠금 시스템에 절대로 손가락

을 넣지 마십시오.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

니다!

걸리거나 끼어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동 테일게이트 작동 전이나 작동 

중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십시오.

- 차량 후방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합

니다.

- 뒷좌석 승객, 특히 어린이의 행동을 주시합니다.

자전거 캐리어/견인 장치

전동 테일게이트는 자전거 캐리어를 지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트레일러 소켓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견인 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설치하면 테일게이트의 전동 작동 기능이 자동

으로 해제됩니다.

시트로엥이 권장하는 견인 장치 또는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테일게이트

의 전동 작동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전동 작동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

리케이션에서 테일게이트의 전동 작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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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테일게이트를 작동할 수 있습

니다.

A.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의 전자식 키 사용

B. 외부 테일게이트 컨트롤 사용

C. 내부 테일게이트 컨트롤 사용

D. 대시보드 컨트롤 사용

열기

►  전자식 키의 중앙 버튼 A를 길게 누릅니다.

또는

►  전자식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외부 테일게이트 컨트롤 

B를 짧게 누릅니다.

또는

►  대시 보드의 컨트롤 D를 두 번 연속해서 누릅니다.

테일게이트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열리거나 미리 

저장해 둔 위치까지 열립니다.

전동 작동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이 

조작하면 테일게이트가 해제됩니다(부분 개방 위치).

차량이 잠겨 있을 때 선택적 잠금해제 기능이 작동된 

경우 트렁크를 개방하기 전에 컨트롤 A 또는 B 중 

하나를 사용하여 트렁크 열림 요청을 실시하면 차량

이나 트렁크만 잠금해제됩니다.

닫기

►  내부 테일게이트 컨트롤 C를 짧게 누릅니다.

언제라도 테일게이트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컨트롤 중 하나를 다시 누르면 움직이고 있던 

테일게이트가 멈춥니다.

열림 위치 저장
전동 테일게이트의 열림각을 제한하려면

►  수동으로 또는 버튼을 눌러 원하는 위치까지 테일 

게이트를 움직입니다.

► 버튼 C나 외부 컨트롤 B를 3초 이상 누릅니다(신호음

이 짧게 울려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신규 저장 작업 시 이전에 저장된 내용은 취소됩니다.

테일게이트의 낮은 위치와 높은 위치 사이 열림 

높이가 1미터 이상이 될 때까지 저장이 불가능

합니다.

수동 작동
전동 작동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손으로 테일게이트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멈춘 상태여야 합니다.

전동 기능 재시작 기능이 있는 경우

전동 테일게이트 기능을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트렁크가 열린 상태: 테일게이트를 닫힘 방향으로  

조금만 세게 움직이면 전동 닫힘이 작동합니다.

►  트렁크 일부가 열린 상태: 테일게이트를 열림 방향으로 

조금만 세게 움직이면 전동 열림이 작동합니다.

전동 기능 재시작 기능이 없는 경우

►  테일게이트를 가능한 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를 수동으로 열고 닫을 때 가스 스트러트의  

지원 기능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고 닫을 

때 느껴지는 저항은 매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모터 과열 시

테일게이트를 반복해서 열고 닫으면 전기 모터가 

과열되어 이후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없습니다.

특정 조작을 수행하기 전에 전동 모터를 10분 이상 

냉각시킵니다.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수동으로 작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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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시 수동으로 전동 테일게이트 
닫기
이러한 작동은 테일게이트 모터 결함 시에만 필요합니다.

결함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는 경우,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테일게이트를 닫으려면 상당한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테일게이트의 중앙 부분을 밀어 최대한 천천히 ‘탕’

소리가 나지 않게 부드럽게 닫습니다.

테일게이트의 측면을 눌러서 내리지 마십시오.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겨울철

작동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눈을 제거하

거나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 후 테일게이트의 전동 

열림 기능을 요청합니다.

세차 시

자동 세차기에서 차량을 세차할 때 불필요하게 

열릴 위험을 방지하도록 반드시 차량을 잠그고 차량

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핸즈프리 기능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액세스)
전자식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뒷 범퍼  

아래에서 "발로 차는" 동작을 통해 전동 테일게이트를  

열거나 닫거나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핸즈프리 테일게이트/열림"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로 차는 동작을 하기 전에 안정감 있게 서 있도록 

하십시오.

배기 시스템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이 기능은 차량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차량 뒤쪽 번호판 옆에 위치한 다음 "OK" 감지 구역

에서 "발로 차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발로 차는" 동작은 앞쪽으로, 부드럽게,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낮은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수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을 충분히 올린 다음 즉시 내립니다.

"발로 차는" 동작은 방향 지시등이 켜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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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차는" 동작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로 차는" 동작이 감지되지 않으면 2초 이상 

기다린 후 동작을 반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발로 차는" 동작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전동 테일게이트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을 점검합니다.

- 기능이 작동되었는지

- 차량 외부의 뒤쪽 인식 구역에서 전자식 키를 소지

하고 있는지

- 범퍼와 충분히 가까운 감지 구역에서 "발로 차는" 동작을 

수행했는지

- 범퍼에서 충분히 빨리 발을 내렸는지

차량이 잠겨 있을 때 선택적 잠금해제 기능이 

작동된 경우 테일게이트를 개방하기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하여 테일게이트 열림 요청을 실시하면 

차량이나 테일게이트만 잠금해제됩니다.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접근" 기능을 사용하여 테일

게이트를 닫으면 차량을 잠글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기능에 관한 권장사항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액세스)
여전히 효과가 없다면 전자기 간섭(스마트폰 등)에 전자식 

키가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 기능이 해제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족을 사용하는 경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거나 

닫힐 수 있습니다.

- 트레일러를 연결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하거나 제거하는 경우

- 자전거 캐리어에 자전거를 싣거나 자전거 캐리어에서 

자전거를 내리는 경우

- 차량 후방에서 물건을 적재하거나 들어올리는 경우

- 동물이 뒤 범퍼에 접근하는 경우

- 세차하는 경우

- 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경우

- 스페어 타이어에 접근하는 경우

이러한 작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구역에서 전자식 

키를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핸즈프리 기능을 해제하십시오.

견인 장치

견인 장치를 설치하면 감지 시스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견인 장치를 작동하는 동안에 테일게이트가 의도치 

않게 열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실시하십시오.

►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인식 구역에서 전자식 

키를 치웁니다.

탈착식 견인볼이 내장된 견인 장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알람
(차량에 따라 다름)

 

 

 

 

도난 및 침입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외부 주변 모니터링

이 시스템은 차량이 열린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도어, 트렁크 또는 본넷을 열려고 시도

하는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실내 체적 모니터링

이 시스템은 실내 체적에 변동이 있었는지 점검합니다.

윈도우를 깨고 실내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나 차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기울기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차량 작동이 변화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차량을 들어올리거나 움직이는 경우 알람이 꺼집니다.

주차 시 차량을 두드려도 알람은 작동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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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호 기능

차량 부품의 고장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중앙 컨트롤 또는 사이렌 배선이 사용 불능 상태

이거나 손상된 경우 알람이 작동합니다.

알람 시스템 관련 작업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체 알람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 잠금

작동

►  점화 스위치를 끄고 차에서 내립니다.

►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프론트 도어 손잡이 중 

하나를 눌러 차량을 잠그거나 이중잠금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면 버튼의 빨간색 표시등이  

매초마다 한 번 깜박이며 방향 지시등이 약 2초 동안  

켜집니다.

5초가 경과하면 외부 주변 모니터링이 작동하고, 45초가 

경과하면 실내 체적 모니터링이 작동합니다.

먼거리에서 자동으로 잠글 경우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 도어, 트렁크 또는 본넷을 제대로 닫지 

않으면, 차량이 잠기지 않고 45초 경과 후 실내 

체적 모니터링과 동시에 외부 주변 모니터링이 작동

합니다.

해제

►  다음과 같이 리모트 컨트롤 잠금해제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짧게 누름

길게 누름

또는

►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프론트 도어 손잡이 중 

하나를 눌러 차량을 잠금해제합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버튼의 표시등이 꺼지며 

방향 지시등이 약 2초 동안 깜박입니다.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잠금해제한 후

(잠금해제 후 30초 안에 도어나 트렁크를 열지 

않아) 차량이 자동으로 다시 잠기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외부 주변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차량 잠금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원치 않는 알람이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체적 및 기울기 방지 모니터링을 

해제합니다.

- 윈도우를 살짝 열어 놓은 경우

- 세차하는 경우

- 휠을 교체하는 경우

-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 선박 또는 페리로 운반하는 경우

실내 체적 및 기울기 방지 모니터링 해제

►  10초 안에 점화 스위치를 끄고 빨간색 표시등이 지속적

으로 켜질 때까지 알람 버튼을 누릅니다.

►  차에서 내립니다.

► 리모트 컨트롤 또는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을 즉시 잠급니다.

외부 주변 모니터링만 작동합니다. 버튼의 빨간색 표시등이 

매 초마다 깜박입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점화 스위치를 끌 때마다 

해제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실내 체적 및 기울기 방지 모니터링 재작동

► 리모트 컨트롤 또는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

으로 차량을 잠금해제하는 방식으로 외부 주변 모니터링을 

해제합니다.

버튼의 표시등이 꺼집니다.

► 리모트 컨트롤 또는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

을 사용하여 차량을 잠궈 모든 모니터링을 다시 작동시

킵니다.

버튼의 빨간색 표시등이 매 초마다 다시 한 번 깜박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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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작동
사이렌이 울리고 방향 지시등이 30초간 깜박여 알람이 

작동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알람이 11번 연속 작동될 때까지 특정 

모니터링 기능이 계속 작동합니다.

리모트 컨트롤 또는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을 잠금해제하면 버튼의 빨간색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여 자리를 비웠을 때 알람이 작동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점화 스위치를 켜면 깜박임이 멈춥니다.

리모트 컨트롤 고장
모니터링 기능을 해제하려면

►  좌측 프론트 도어 잠금장치의 키를 사용하여 차량을 

잠금해제합니다.

►  도어를 엽니다. 그러면 알람이 작동합니다.

►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그러면 알람이 멈춥니다. 버튼

의 표시등이 꺼집니다.

알람 작동 없이 차량 잠금
►  좌측 프론트 도어 잠금장치의 키(리모트 컨트롤에 

내장)를 사용하여 차량을 잠급니다.

자동 작동
(차량에 따라 다름)

마지막으로 도어 또는 트렁크를 닫은 후 2분이 지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  승차 시 알람이 작동하지 않도록 먼저 리모트 컨트롤

의 잠금해제 버튼을 누르거나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차량을 잠금해제합니다.

오작동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버튼의 빨간색 표시등이  

켜져있는 것은 시스템 오작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전동 윈도우
 

 

1. 앞좌석 좌측

2. 앞좌석 우측

3. 뒷좌석 좌측

4. 뒷좌석 우측

5. 뒷좌석 옆에 위치한 전동 윈도우 컨트롤 해제

수동 작동
► 윈도우를 열거나 닫으려면 스위치를 저항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누르거나 당깁니다.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윈도우

가 멈춥니다.

자동 작동
►  윈도우를 열거나 닫으려면 스위치를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완전히 누르거나 당깁니다.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윈도우가 완전히 열리거나 닫힙니다.

스위치를 다시 작동하면 윈도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동 윈도우 컨트롤은 점화 스위치를 끈 후 약 

45초 동안 계속 작동합니다.

이 시간이 경과하면 컨트롤이 작동 해제됩니다. 다시 

작동시키려면 점화 스위치를 다시 켜십시오.

안티 핀치

윈도우가 올라갈 때 장애물이 닿으면 작동을 멈추고 즉시 

다시 부분적으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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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전동 윈도우의 뒷좌석 
컨트롤 해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위치와는 상관없이 컨트롤 

5를 눌러 뒷좌석 전동 윈도우 컨트롤을 해제합니다.

버튼의 빨간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뒷좌석 전동 윈도우는 운전석 컨트롤을 사용하여 계속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동 윈도우 재초기화
배터리를 다시 연결한 후 또는 윈도우의 움직임이 비정상

적인 경우, 안티 핀치 기능을 다시 초기화해야 합니다.

다음의 순서로 작동하는 동안에는 세이프티 안티 핀치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 윈도우마다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윈도우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컨트롤을 당깁니다.

►  컨트롤을 놓았다가 1초 이상 다시 당깁니다.

전동 윈도우 작동 중 장애물이 닿으면 윈도우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컨트롤을 누르십시오.

실내의 전동 윈도우 컨트롤을 작동할 때 운전자는  

윈도우가 올바르게 닫히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

을 없애야 합니다.

차량 승객이 올바르게 전동 윈도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윈도우 작동 시 특히 어린이에 주의하십시오.

전자식 키를 사용하여 윈도우를 닫을 때 승객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차량 이동 시 열린 윈도우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마십

시오.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선루프
선루프는 루프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이동식 유리 

패널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블라인드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선루프를 열면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  파노라마 선루프를 작동하려면 루프 콘솔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배터리 충전량이 충분한 경우) 점화 스위치를 켤 때, 엔진  

작동 시, 스탑 & 스타트 기능의 STOP(스탑) 모드일 때, 

점화 스위치를 끈 후 45초까지 선루프를 작동할 수 있습

니다.

주의사항

차량 이동 중 선루프로 머리나 팔을 내밀지 마십

시오.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로형 루프 바가 장착된 경우에는 선루프를 작동

하지 마십시오. 중대한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선루프의 이동식 유리 패널에 무거운 수하물을 놓지 

마십시오.

소나기가 내리거나 세차 후 선루프가 젖은 경우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동하십시오.

눈이나 얼음으로 덮인 경우 선루프를 작동하지 마십

시오.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긁개만 사용하여 선루프에서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십시오.

선루프 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예: 먼지, 낙엽의 유무).

차량 세차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루프가 올바르게 닫혀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고압 세차 제트 부분을 실에서 

30cm 떼어놓으십시오.

선루프가 열린 상태로 절대로 차에서 내리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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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선루프를 완전히 열면 이동식 유리가 부분 열림 위치까지 

움직인 후 루프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중간 위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루프 컨트롤 버튼을 작동하기 전에 선루프 또는 

블라인드의 움직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체나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선루프 작동 시 특히 어린이에 주의하십시오.

선루프 작동 시 무언가 걸리면 해당 컨트롤 버튼을 눌러 

선루프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십시오.

운전자는 승객이 선루프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루프 위치에서 수동으로 개입할 경우 안티 핀치 장치 

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초기화하십시오.

안티 핀치 시스템

선루프를 닫을 때 장애물이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자동 

움직입니다.

선루프 열기/닫기

►  선루프를 열려면 뒤쪽에 위치한 버튼 일부를 사용합

니다.

►  선루프를 닫으려면 앞에 위치한 버튼 일부를 사용합

니다.

버튼 작동

►  버튼을 끝까지 누르면 선루프가 완전히 열리거나 닫힙

니다.

►  버튼을 다시 누르면 진행 중인 움직임이 멈춥니다.

►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저항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이 버튼에서 손을 뗄 때 유리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 선루프가 닫힌 경우: 저항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한 번 

누르면 부분 열림 위치까지 이동합니다.

►  선루프 일부가 열린 경우: 저항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버튼의 앞부분을 한 번 누르면 완전히 닫힙니다.

리모트 컨트롤 잠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선루프 

및 윈도우를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조작이 멈춥니다.

루프 블라인드 열기/닫기

► 블라인드를 열려면 원하는 위치가 될 때까지 손잡이를 

뒤로 당깁니다.

►  블라인드를 닫으려면 원하는 위치가 될 때까지 손잡이

를 앞으로 밉니다.

재초기화
배터리를 다시 연결한 후나 선루프가 오작동 하거나 덜컥

거리는 경우 다시 초기화해야 합니다.

►  선루프 동작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없는지와 실이 깨끗

한지 점검합니다.

► 점화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버튼의 앞부분을 

길게 눌러 선루프를 닫습니다.

선루프는 단계별로 닫힙니다. 완전히 닫히면 약간의 열림/

닫힘 동작을 수행합니다.

►  동작이 멈추고 1초 후에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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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세

올바른 착석 자세
운전 자세를 바르게 하면 운전자의 편의성과 보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적의 실내 및 외부 시야가 보장되고 컨트롤을 최적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설명된 특정 시트 조절 기능은 트림 레벨 및 차량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석 측
 

 

골반, 등, 어깨를 시트 등받이에 대고 시트에 완전히 편안

하게 앉습니다.

양쪽 눈이 윈드스크린의 중앙과 수평이 되도록 시트 쿠션 

높이를 조절합니다.

머리는 루프에서 최소 10cm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리를 약간 굽힌 상태로 페달을 끝까지 밟을 수 있도록 

시트의 종방향 위치를 조절합니다.

무릎과 대시보드 사이의 거리는 대시보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10cm여야 합니다.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수직으로 조절합니다. 25° 넘게 

기울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부 가장자리가 정수리와 수평해지도록 헤드레스트를 

조절합니다.

허벅지를 지지하도록 시트 쿠션 길이를 조절합니다.

척추 모양에 맞도록 요추 지지대를 조절합니다.

흉골에서 최소 25cm 떨어지고 팔이 약간 굽혀지는 자세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의 거리를 조절합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스티어링 휠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만 시트를 

조절해야 합니다.

전동 조절 시트

조절이 가능하도록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승객석 측
 

 

골반, 등, 어깨를 시트 등받이에 대고 시트에 완전히 편안

하게 앉습니다.

대시보드에서 25cm 이상 떨어지도록 시트의 종방향 위치

를 조절합니다.

상부 가장자리가 정수리와 수평해지도록 헤드레스트를 

조절합니다.

출발 전
룸 미러 및 도어 미러를 조절하여 사각지대 범위를 줄입

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이때 벨트를 어깨 중앙에 놓고 

무릎 부분에서 조절해야 골반 전반에 걸쳐 조여집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전동 도어 미러

조절이 가능하도록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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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시
바른 운전 자세를 유지하고 "2시 45분" 방향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으면 스티어링 휠 

뒤쪽과 근처에 위치한 컨트롤에 쉽고 신속하게 닿을 수 

있습니다.

주행 시에는 시트나 스티어링 휠을 절대로 조절

하지 마십시오.

항상 바닥에 발을 놓으십시오.

앞좌석

시트의 움직임을 막는 사람이나 물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시트를 뒤로 움직이십시오.

승객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경우에는 승객이 걸리거나 

끼일 위험 또는 시트 뒤쪽 바닥에 큰 물체가 있는 경우

에는 시트가 끼어 움직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좌석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위로 조절:

► 헤드레스트를 원하는 위치까지 위로 당깁니다. 그러면  

헤드레스트가 제자리에서 딸깍거리며 결합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래로 조절:

►  사양에 따라 돌출부 A 또는 버튼 B를 누른 다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내립니다.

상부 가장자리가 정수리와 수평해지면 헤드레스트

가 제대로 조절된 것입니다.

각도 조절

(사양에 따라 다름)

앞으로 조절:

►  헤드레스트의 하부를 앞쪽으로 밉니다.

뒤로 조절:

►  버튼 B를 누르고 있다가 헤드레스트의 하부를 뒤쪽

으로 밉니다.

헤드레스트 탈거

►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위로 당깁니다.

►  사양에 따라, 돌출부 A 또는 C를 눌러 헤드레스트를 

해제한 후 완전히 올립니다.

►  헤드레스트를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헤드레스트 장착

►  해당 시트 등받이의 가이드에 헤드레스트 봉을 삽입

합니다.

►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아래로 밉니다.

►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돌출부 A또는 C를 눌러 

헤드레스트를 풀고 아래로 누릅니다.

►  헤드레스트 높이를 조절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분리한 상태에서 절대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헤드레스트는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하며 해당 시트에 앉은 승객에 맞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수동 조절

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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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바를 올리고 시트를 앞 또는 뒤로 밉니다.

►  컨트롤 바에서 손을 떼고 노치 중 하나에 시트를 

잠급니다.

높이
 

 

►  컨트롤을 위로 당기거나 아래로 밀어 필요한 위치가 

될 때까지 시트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등받이 각도
 

 

►  원하는 각도가 되도록 노브를 돌립니다.

요추 지지대
 

 

► 요추 지지대가 원하는 높이가 되도록 노브를 돌립니다.

시트 쿠션 길이
 

 

►  핸들을 앞으로 당겨 시트 쿠션을 해제한 후 쿠션 앞부분

을 앞 또는 뒤로 밉니다.

전동 조절

종방향
 

 

►  컨트롤을 앞 또는 뒤로 밀어 시트를 밉니다.

쿠션 높이 및 각도
 

 

► 컨트롤 뒤쪽을 위 또는 아래로 기울여 원하는 높이를 

확보합니다.

► 컨트롤 앞쪽을 위 또는 아래로 기울여 원하는 각도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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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받이 각도
 

 

►  컨트롤을 앞 또는 뒤로 기울입니다.

요추 지지대
 

 

컨트롤을 사용하여 요추 지지대의 높이 및 깊이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컨트롤의 앞쪽 또는 뒤쪽을 길게 눌러 요추 

지지대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컨트롤의 위쪽 또는 아래쪽을 길게 눌러 요추 지지대 

부위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시트 쿠션 각도

‘AGR’ 인증 수동 조절식 시트에는 이 전동 조절 컨트롤이  

있습니다.
 

 

►  버튼의 앞쪽 또는 뒤쪽을 길게 누르면 시트 쿠션 앞쪽

이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주행 위치 저장
전동 조절식 운전석 시트와 관련된 이 기능을 통해 2개의 

주행 위치를 저장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더욱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 도어 미러 및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전기 설정을 

고려합니다.
 

 

버튼 1/2/M을 사용하는 경우

►  차에 탄 후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  시트, 도어 미러 및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

합니다.

►  버튼 M을 누른 후 4초 안에 버튼 1 또는 2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들리면 저장된 것입니다.

새 위치를 저장하면 이전 위치가 취소됩니다.

저장된 위치 불러오기

시트를 움직이는 동안 사람이나 물체가 시트의 

자동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  버튼 1 또는 2를 눌러 해당 위치를 불러옵니다.

조절이 완료되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버튼 M, 1 또는 2를 누르거나 시트 조절 컨트롤 중 하나

를 사용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저장된 위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끈 후 45초가 지나면 저장된 위치 불러

오기가 해제됩니다.

웰컴 기능

웰컴 기능을 통해 보다 쉽게 차에 타고 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고 운전석 도어를 열면 앞좌석 시트가 

자동으로 뒤쪽으로 움직인 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운전자가 승차할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켜면 앞좌석 시트가 저장된 주행 위치까지 

앞쪽으로 움직입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

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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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 및 통풍 시트

작동/해제

Seat Options(시트 옵션) 터치 스크린 애플리

케이션에서 Heating Functions(온열 기능) 또는 

Ventilated Seats(통풍 시트) 탭을 선택합니다.

►  운전석 또는 승객석을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설정으로 표시됩니다.

설정이 적절한 경우 눌러 Seat Options(시트 

옵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작동/해제합니다.

아무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디스플레이는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기능 상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정 변경

►  Heating Functions(온열 기능) 또는 Ventilated 

Seats(통풍 시트) 페이지에서 해당 시트를 선택합니다.

►  사전 설정된 3개 레벨, 즉 "1"(약), "2"(중) 또는 "3"(강) 

중에서 강도를 선택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열선 시트에 앉은 사람이 없으면 이 기능을 사용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빨리 온열 강도를 줄이십시오.

시트 및 실내가 만족스러운 온도에 이르면 이 기능을 

끄십시오. 전류 소비가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의 경우 열선 시트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열 감지 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예: 질환, 약물 치료)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열선 패드가 손상되지 않고 단락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시하십시오.

- 시트에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체 놓지 않기

- 시트에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 있지 않기

- 시트에 액체 흘리지 않기

- 시트가 젖어 있을 때 온열 기능 절대 사용하지 않기

멀티포인트 마사지
마사지 유형 선택 및 강도 조절장치가 내장된 시스템입

니다.

이 시스템은 엔진 작동 시는 물론 스탑 & 스타트의 STOP 

(스탑) 모드에서도 작동합니다.

작동/해제

Seat Options(시트 옵션)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

이션에서 Massage(마사지) 탭을 선택합니다.

►  운전석 또는 승객석을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저장된 설정으로 표시됩니다.

설정이 적절한 경우 눌러 Seat Options(시트 

옵션)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작동/해제합니다.

아무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디스플레이는 초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기능 상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정 변경

►  Massage(마사지) 페이지에서 해당 시트를 선택합

니다.

►  사전 설정된 3개 레벨, 즉 "1"(약), "2"(중) 또는 "3"(강) 

중에서 마사지 강도를 선택합니다.

►  제공된 단계 중에서 다른 마사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수정 사항이 바로 적용되고 저장됩

니다.

마사지 기능을 작동하면 시스템이 1시간 마사지 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주기는 6분 마사지 작동과 3분 정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사지 주기가 종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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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 조절
 

 

►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컨트롤을 당겨 스티어링 휠을 

해제합니다.

►  주행 위치에 맞게 높이 및 거리를 조절합니다.

►  컨트롤을 밀어 스티어링 휠을 잠급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만 조정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날씨가 추우면 이 기능이 스티어링 휠의 원형 부분을 가열

합니다.

외부 온도가 20°C 미만일 때 작동될 수 있습니다.

Climate(기후)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Seats and Steering Wheel(시트 및 스티어링 

휠) 탭을 선택합니다.

이를 눌러 기능을 작동/해제합니다.

이 기능은 엔진 시동이 꺼질 때마다 저장됩니다.

미러

도어 미러
차량에 따라, 감광식 시스템은 외부 밝기 수준 및 차량 

후방에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

으로 천천히 주간용 미러와 야간용 미러를 전환합니다.

성에/서리 제거

도어 미러 성에/서리 제거 기능은 리어스크린의 

성에/서리 제거 기능과 함께 작동합니다.

리어스크린 성에/서리 제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조절
 

 

 

 

►  컨트롤 A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돌려 해당하는 도어 

미러를 선택합니다.

►  컨트롤을 네 방향 중 하나로 움직여 조절합니다.

►  컨트롤을 중앙 위치로 되돌립니다.

최적의 안전성을 위해 미러를 조절하여 "사각  

지대"를 줄이십시오.

실제로 확인되는 물체는 보이는 것보다 가깝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십시오.

접기

자동: 전자식 키를 사용하여 차량을 잠급니다.

수동: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컨트롤 A를  

아래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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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A를 사용하여 도어 미러를 접은 경우 차량

을 잠금해제해도 펴지지 않습니다.

펴기

자동: 전자식 키를 사용하여 차량을 잠금해제합니다.

수동: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컨트롤 A를 위로 움직

입니다.

필요한 경우 수동으로 도어 미러를 접을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도어 미러 자동 접기/펴기  

설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 세차기를 사용하기 전 미러를 접으십시오.

후진 기어에서 자동 기울이기

차량에 따라, 이 기능을 사용하면 후진 기어에서 주차 조작

이 용이하도록 미러를 자동으로 아래 방향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엔진 작동 시 후진 기어를 체결하면 도어 미러 유리가  

아래로 기울어집니다.

다음의 경우 도어 미러 각각은 원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 후진 기어에서 나온 후 몇 초가 경과할 때

- 차량 속도가 10km/h(6mph)를 초과할 때

- 엔진 시동이 꺼질 때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

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작동/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광식 실내 룸 미러
 

 

감광식 시스템은 외부 밝기 수준 및 차량 후방에서 들어

오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천천히 

주간용 미러와 야간용 미러를 전환합니다.

조작 중에 최적의 시야를 보장하도록 후진 기어

를 체결할 때 미러가 자동으로 밝아집니다.

이 시스템은 트렁크 수하물이 수하물 커버 높이를  

초과하거나 수하물 커버 위에 물건이 놓여져 있는 경우 

작동이 해제됩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실내 룸 미러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차량  

외부에서 보이는 LED가 파란색으로 켜지면 차량이 

Electric(전동) 모드로 주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뒷좌석 벤치 시트
고정형 쿠션 및 분할형 접이식 및 리클라이닝 등받이

(2/3-1/3)가 있고 트렁크의 수하물 공간을 조절할 수 

있는 벤치 시트입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
 

 

다음과 같은 2가지 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트를 사용할 때 올림 위치:

►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위로 당깁니다.

- 집어넣거나 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내림 위치:

►  돌출부 A를 눌러 헤드레스트를 해제한 후 아래로 

밉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탈거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탈거

►  컨트롤 1을 사용하여 등받이를 해제합니다.

►  등받이를 약간 앞으로 기울입니다.

►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위로 당깁니다.

►  돌출부 A를 눌러 헤드레스트를 해제한 후 완전하게 

탈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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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장착

► 해당 등받이의 가이드에 헤드레스트 봉을 삽입합니다.

►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아래로 밉니다.

►  돌출부 A를 눌러 헤드레스트를 해제한 후 아래로 

밉니다.

뒷좌석에 승객이 앉아 있을 때 헤드레스트를  

탈거한 상태로 절대 주행하지 마십시오. 헤드 

레스트는 높은 위치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앙 시트와 외측 시트의 헤드레스트는 서로 바꿔  

장착할 수 없습니다.

등받이 접기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만 등받이를 조작해야  

합니다.

1단계:

►  헤드레스트를 내립니다.

►  필요한 경우 앞좌석을 앞으로 밉니다.

►  등받이를 접을 때 걸릴 수 있는 사람이나 물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예: 의복, 짐).

► 안전 벨트가 버클에 체결되지 않고, 제대로 놓여 있는지  

점검합니다. 등받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등받이를 풀어

줍니다.
 

 

►  등받이 잠금해제 레버 1을 누릅니다.

►  등받이 2를 아래로 내려 수평하게 설정합니다.

등받이가 해제되면 잠금해제 레버의 빨간색 표시

가 보입니다.

등받이 재배치

우선, 등받이 잠금 고리 옆에 외측 안전벨트가 

수직으로 평평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등받이 2를 똑바로 세우고 강하게 밀어 제자리에 잠급

니다.

►  빨간색 표시등이 잠금해제 그립 1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작동하는 동안 외측 안전벨트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등받이가 잘못 잠기면 급제동 또는 사고 발생 시 

승객 안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에 실은 수하물이 앞으로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히팅 및 환기

공기 흡입구

실내에서 순환하는 공기는 여과되며 윈드스크린 아래의 

그릴을 통해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내기 순환 모드에서는 

실내에서 발생합니다.

컨트롤

컨트롤은 Climate(기후)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

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중앙 콘솔 패널에서 

함께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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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 방향
 

 

1. 윈드스크린 성에/서리 제거 송풍구

2. 앞좌석 옆유리 성에/서리 제거 송풍구

3. 밀폐형 조절식 측면 송풍구

4. 매립형 송풍구

5. 앞좌석 다리 공간 공기 배출구

6. 뒷좌석 다리 공간 공기 배출구

7. 밀폐형 조절식 송풍구

매립형 송풍구
 

 

운전자석과 앞좌석 승객 각각에는 이러한 벤트를 조절하는 

2개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1. 수직 방향의 송풍

2. 열기/닫기

수평 방향의 송풍

열거나 닫으려면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

권장사항

환기 시스템 및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사용

► 균일하게 공기가 송풍되도록 윈드스크린 아래

의 외부 공기 흡입구 그릴, 노즐, 송풍구, 공기 배출구 

및 트렁크의 공기 추출기에서 장애물을 없애십시오.

►  대시보드에 위치한 일광 센서를 가리지 마십시오.  

자동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조절할 때 일광 센서가 

사용됩니다.

►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 5~10분 이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작동하여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 시스템이 차가운 공기를 생성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끄고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온도가 높을 때 가파른 경사로에서 큰 하중을 견인하는 

경우 에어 컨디셔닝을 끄면 이용할 수 있는 엔진 출력이 

증가하여 견인 성능이 강화됩니다.

환기 기능이 꺼지거나 내기 순환을 장시간 작동한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시오. 성에가 

끼어 공기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햇빛에서 장기간 차량을 둔 후 내부 온도가  

너무 높으면 먼저 잠시 동안 실내를 환기하십

시오.

실내 공기를 빠르게 전환시킬 만큼 높은 수준으로  

송풍량 컨트롤을 설정하십시오.

에어 컨디셔닝으로 인해 응축수가 생기면 차량 

아래로 물이 배출되는데,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환기 및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정비

► 실내 필터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정기적

으로 필터 소자를 교체하십시오.

복합 실내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활성 

첨가제는 오염 가스 및 악취로부터 보호해줍니다.

►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트

로엥 정비 일정의 권장사항에 따라 점검을 받으십시오.

스탑 & 스타트

히팅 및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엔진 구동  

중에만 작동합니다.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을 잠시 작동하여 실내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스탑 & 스타트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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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Electric(전동) 

모드에서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가 감소합니다.

점화 스위치가 켜질 때 환기

점화 스위치가 켜진 경우, 배터리 충전량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동안 실내의 환기 시스템 및 송풍량 2 및 송풍 방향 

3 설정이 작동합니다.

이 기능에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내 환기

구입 후 1년 이내의 신차 실내에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탑승 전 또는 탑승 상태에서 모든 창문

을 열고 충분히 환기를 시키십시오. 또한 무더운 날씨로 

인해 차량의 실내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차량이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에도 두통이나 메스꺼움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가급적 외기 유입 

모드를 선택하거나 창문을 여는 등 신선한 공기가 충분히 

실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VOCs는 Volatile Organic Compounds의 약자입니다. 

듀얼 존 자동 에어 컨디셔닝
이 시스템은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작동을 자동으로 조절 

하여 실내 온도, 송풍량 및 송풍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 시스템은 엔진 구동 시 작동하지만 환기 시스템 및 관련  

컨트롤은 점화 스위치가 켜졌을 때 계속 이용할 수 있습

니다.

Climate(기후)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 

컨트롤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1. 온도 조절

2. 송풍량 조절

3. 송풍 방향 조절

4. 에어 컨디셔닝 켜짐/꺼짐

5. 자동 에어 컨디셔닝 켜짐/꺼짐 및 설정 

(AUTO SOFT/AUTO NORMAL/AUTO FAST)

6. 운전자/앞좌석 승객 온도 동기화

7. 클린 캐빈(Clean Cabin) 기능

8. 윈드스크린 성에/서리 제거

9. 내기 순환

10. 빠른 실행 기능

11. 리어스크린 성에/서리 제거

12. 시스템 끄기

온도 조절
운전자와 승객석에 앉은 승객은 자신만의 온도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값은 쾌적한 수준에 해당되나 정확한 온도는 아닙

니다.

►  버튼 1(- 또는 +) 중 하나를 누르거나 수직으로 끌어 

값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Low(낮음) 또는 High(높음)를 각각 선택하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좌측 및 우측 설정 시 3°C가 넘는 온도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동기화
운전석 측 온도 설정이 승객석 측에 적용됩니다.

►  버튼 6-SYNC를 눌러 기능을 작동/해제합니다.

승객이 온도 조절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자동 에어 컨디셔닝
이 자동 모드는 선택한 쾌적성 레벨에 따라 실내 온도,  

송풍량 및 송풍 방향을 최적으로 관리합니다.

►  버튼 5-AUTO를 눌러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자동 

모드를 작동/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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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면 버튼의 표시등

이 켜집니다.

자동 에어 컨디셔닝의 강도는 다음 설정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조절합니다.

- AUTO SOFT(자동 약): 송풍량을 제한하여 부드럽고 

조용한 작동 상태를 제공합니다.

- AUTO NORMAL(자동 중): 최상으로 절충된 쾌적한 

온도 및 조용한 작동 상태를 제공합니다.

- AUTO FAST(자동 강): 강력하고 효과적인 송풍량을 

제공합니다.

AUTO 모드를 변경하려면 버튼 5-AUTO를 연속하여 

누르십시오.

뒷좌석 승객의 쾌적성을 보장하기 위해 AUTO NORMAL 

(자동 중) 및 AUTO FAST(자동 강) 설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날씨가 추울 때 엔진이 냉간 상태이면 실내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의 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설정 모드가 될 때까지 서서히 송풍량이 증가

합니다.

승차 시 요청된 쾌적한 설정 모드보다 실내 온도가 

훨씬 더 춥거나 덥더라도, 보다 빠른 속도로 원하는  

쾌적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표시된 값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최대한 빠르게 온도차를 

자동으로 교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 에어 컨디셔닝 수동 설정
시스템이 다른 기능을 자동으로 계속 제어하는 동안 이러한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송풍량

- 송풍 방향

설정이 변경되면 "AUTO"(자동) 버튼의 표시등이 꺼집니다.

►  5-AUTO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자동 에어 컨디셔닝이 

다시 작동합니다.

송풍량 조절

►  버튼 2(팬) 중 하나를 누르거나 수평으로 끌어 송풍량

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값 중 하나를 바로 누를 수도 있습니다.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끄기

최소 수준으로 송풍량을 줄이면 환기가 정지합

니다.

"OFF"(꺼짐)가 팬 옆에 표시됩니다.

송풍 방향 조절

►  버튼 3을 눌러 실내 송풍 방향을 조절합니다.

윈드스크린 및 측면 윈도우  

중앙 및 측면 송풍구  

다리 공간  

기호가 활성화되어 표시된 방향으로 송풍된 공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기를 실내에 균일하게 송풍시키는 경우 3개의 버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실행 기능
이 기능은 실내 온도 센서를 사용하여 다음을 자동으로 

작동시킵니다. 

- 저온의 온도가 감지될 경우:

• 온열(High(높음))/열선 시트/열선 스티어링 휠

• 발밑 쪽 송풍 방향 및 최대 송풍

- 온화한 온도가 감지될 경우:

• 에어 컨디셔닝(AUTO FAST(자동 강)).

• 자동 송풍 방향 및 최대 송풍량

- 고온의 온도가 감지될 경우:

• 에어 컨디셔닝(Low(낮음))/통풍 시트

• 측면 및 중앙 벤트 쪽 송풍 방향 및 최대 송풍

►  이 기능을 작동/해제하려면 버튼 10을 누릅니다.

클린 캐빈(Clean Cabin) 기능
AQS(공기 질 시스템) 및 클린 에어(Clean Air) 기능이 

포함됩니다.

►  이 기능을 작동/해제하려면 버튼 7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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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S 기능

외부 오염 센서를 사용하여 외부 공기에서 특정 수준의 

오염 물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내기를 순환시키는 기능

입니다.

공기 질이 다시 만족스러운 수준이 되면 내기 순환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 기능은 악취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내기 순환 기능은 윈드스크린 와셔를 사용하거나 후진  

기어를 체결하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외부 온도가 5°C 미만인 경우 윈드스크린 및 사이드  

윈도우에 성에가 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클린 에어(Clean Air) 기능

실내 오염 센서를 사용하여 미세 입자(예: 담배 연기,  

곰팡이, 박테리아)를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실내 공기 재순환 관리를 통해 공기가 고성능 실내 필터를 

통과하면서 몇 분만에 정화된 실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기 질이 저하된 것으로 보일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고성능 실내 필터를 교체하십시오.

에어 컨디셔닝 켜짐/꺼짐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계절과 상관없이 윈도우를 닫은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3°C가 넘는 겨울철에는 성에 제거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4-A/C 버튼을 눌러 에어 컨디셔닝을 켜거나 끕니다.

기능이 켜지면 "A/C"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송풍이 해제되면 에어 컨디셔닝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차가운 공기를 더욱 빠르게 확보하려면 내기 순환  

기능을 잠시 동안 사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외기 유입 

기능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에어 컨디셔닝을 끄면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습도 또는 성에).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끄기
►  12-OFF 버튼을 누릅니다.

관련 표시등이 켜지며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의 기타 모든 

표시등은 꺼집니다.

이 작동은 모든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기능을 해제합니다.

온도가 더 이상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앞쪽

으로 움직이면 약간의 송풍량이 여전히 느껴질 수 있습

니다.

내기 순환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윈드스크린 및 윈도우에 성에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기 순환 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악취 및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이 방지되고 보다 빠르게 원하는 실내 온도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눌러 기능을 작동/해제합니다. 

(표시등 켜짐/꺼짐으로 확인)

이 기능은 윈드스크린 와셔를 사용하거나 후진 

기어를 체결하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윈드스크린 성에 - 서리 제거
이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한 빠르게 윈드스크린 및 사이드 

윈도우의 성에/서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눌러 모드를 작동/해제합니다. 

(표시등 켜짐/꺼짐으로 확인)

모드는 에어 컨디셔닝, 송풍량, 흡기를 자동으로 관리하며 

윈드스크린 및 사이드 윈도우에 최적 수준으로 공기를 

송풍시킵니다.

송풍량은 이 모드를 해제하지 않고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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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 & 스타트 시스템의 경우 성에 제거 기능을 

작동하면 STOP(스탑) 모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차량 출발 전에 윈드스크린의 카메라 

근처 윈드스크린의 눈이나 얼음을 모두 제거하십

시오.

그렇지 않으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장비의 작동에 영향

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어 스크린 성에/서리 제거
엔진 작동 시에만 성에/서리 제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도어 미러의 성에/서리도 제거합니다.

►  이 버튼을 눌러 기능을 작동/해제합니다. 

(표시등 켜짐/꺼짐으로 확인)

이 기능은 외부 온도에 관계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되는 시간은 외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성에/서리 제거 기능이 자동으로 꺼져 과다한 전류 

소비가 방지됩니다.

열선식 윈드스크린
 

 

날씨가 추우면 이 기능이 윈드스크린 전체를 가열하고 자동  

시야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윈드스크린의 어느 한쪽에  

위치한 시야에 방해가 되는 요소(예: 이슬, 안개, 서리, 

눈)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출발하기 전과 주행 중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켜짐/꺼짐
 

 

 

 

►  엔진 작동 중에 이 버튼을 눌러 기능을 작동/해제합

니다. (표시등으로 확인됨)

작동되는 시간은 외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과다한 전기 소모가 

방지됩니다.

온도 사전조절 
(충전식 하이브리드)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선택한 날짜와 시간에 차에 타기 전에  

실내 온도가 사전 설정된 수정 불가 온도(약 21°C)가  

되도록 차량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차량이 연결된 상태에서도, 연결되지 않은 상태

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Climate(기후)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Preconditioning(사전 조절) 탭을 선택합니다.

►  +를 눌러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  차에 타는 시간과 원하는 날짜를 선택합니다. OK(확인)

를 누릅니다.

►  ON(켜짐)을 눌러 이 프로그래밍을 작동시킵니다.

사전 조절 순서는 차량이 연결된 경우 프로그래밍된 시간

에서 약 45분 전에 시작하고(연결되지 않은 경우 20분) 

이후 10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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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사전 조절 사이클이 프로그래밍된 경우 이 표시등이 

켜집니다. 온도 사전 조절이 진행 중인 경우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설정은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주행 거리를 최적화하도록 차량이 연결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그래밍은 MyDS Ap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격 작동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온도 사전 조절 중 발생하는 팬 소음은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작동 조건
- 이 기능은 점화 스위치가 꺼져 있고 차량이 잠긴 상태 

에서만 작동합니다.

- 차량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이 기능은 배터리 충전  

레벨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 차량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반복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경우(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2가지 온도 사전 조절 순서가 실행되면 프로그램이 해제

됩니다.

앞좌석 장치
 

 

1. 선 바이저

2. 카드 홀더

3. 조명식 글로브 박스

4. 도어 포켓

5. 앞좌석 USB 소켓/12V 소켓(120W)

보관함 또는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6. 컵 홀더

7. 보관함 또는 앞좌석 암레스트에 밀폐형 케이블 통로가 

있는 스마트폰 수납 공간

8. 수납 공간이 있는 앞좌석 암레스트

앞좌석 USB 소켓

9. 뒷좌석 USB 소켓

선 바이저
►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미러 덮개를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차량에 따라 미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선 바이저에는 티켓 홀더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  글로브 박스를 열려면 손잡이를 들어올립니다.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글로브 박스를 열면 불이 켜집

니다.

글로브 박스에는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승객석에 승객이 앉아 있는 경우 글로브 박스를 

연 상태로 절대 주행하지 마십시오. 급감속 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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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12V 액세서리 소켓
 

 

 

 

► 라이터를 사용하려면 라이터를 눌러 넣은 후 자동 

으로 튀어나올 때까지 몇 초간 기다립니다.

►  12V 액세서리(최대 출력: 120W)를 사용하려면  

라이터를 탈거한 후 적합한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이 소켓을 사용하여 전화 충전기, 보틀 워머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바로 라이터를 제자리에 다시 넣습니다.

시트로엥이 승인하지 않은 전기 장치(예: USB 

충전기)를 연결하면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악영향

을 미쳐 라디오 수신 불량 또는 화면 디스플레이 간섭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B 소켓
아래 기호에 따라 USB 소켓의 용도가 결정됩니다.

전원 공급 및 충전  

오디오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데이터 교환 추가

터치 스크린을 이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 추가
 

 

 

 

USB 소켓을 통해 휴대용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 콘솔 앞쪽에 위치한 USB 소켓은 

또한 스마트폰을 Android Auto® 또는 

CarPlay®로 연결하여 터치 스크린에서 특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 장치 제조업체가 제작 또는 승인한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위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또는 오디오 

시스템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수납 공간/USB 소켓
 

 

►  앞좌석 암레스트를 열어 케이블 통로에 접근합니다.

►  케이블 통로의 셔터를 엽니다.

►  USB 케이블과 연결할 장치를 보관함에 넣습니다.

► 앞좌석 암레스트의 케이블 통로를 통해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  케이블을 USB 소켓에 연결하여 장치를 충전합니다.

USB 소켓을 사용하면 휴대용 장치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충전 시, 휴대용 장치의 전력 소비량이 차량의 공급 

전류를 초과하는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장비 사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디오 및 텔레

매틱스 시스템을 설명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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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Qi 1.1 표준에 기반하여 자기 유도 

원리를 통해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장치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할 휴대용 장치는 설계상이나 호환 홀더 또는 쉘을 

통해 Qi 표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승인할 경우 매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구역은 Qi 기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는 엔진 작동 시 및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이 STOP 

(스탑) 모드일 때 작동합니다.

충전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리됩니다.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시스템의 경우, 도어를 열거나 

점화 스위치가 꺼지면 충전기 작동이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충전

►  플랩을 열어 충전 구역에 접근합니다.

► 충전 구역에 다른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 장치를 

놓습니다.
 

 

휴대용 장치가 감지되면 충전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 

니다. 표시등은 배터리가 충전되는 동안 계속 켜져 있습

니다.

시스템은 여러 장치를 동시에 충전하도록 설계

되지 않았습니다.

장치 충전 시에는 충전 구역에 금속 물체(예: 동전, 

키, 차량 리모트 컨트롤)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과열되어 충전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작동 상태 점검

표시등 상태를 통해 충전기가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

니다.

표시등 상태 의미

꺼짐 엔진 시동 꺼짐

호환 장치가 감지되지 않음

충전이 완료됨

녹색 켜짐 호환 휴대용 장치가 감지됨

충전 중

표시등 상태 의미

주황색 깜박임 충전 구역에서 이물질이 감지됨

휴대용 장치가 충전 구역 중앙에 

놓이지 않음

주황색 켜짐 휴대용 장치의 배터리 표시기 

결함

장치의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음

충전기 결함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켜지는 경우

- 휴대용 장치를 제거한 후 충전 구역 중앙에 다시 놓습

니다.

또는

- 휴대용 장치를 제거한 후 15분 안에 다시 시도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앞좌석 암레스트
냉장 보관 장소가 있으며 커버를 열면 불이 켜집니다 

(차량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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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  커버 아래의 레버를 누릅니다.

커버가 양쪽으로 열립니다.

닫기
 

 

►  커버 양쪽을 다시 접습니다.

FOCAL ELECTRA® 프리미엄 
Hi-Fi 시스템
 

 

차량에는 프랑스 브랜드 FOCAL®의 Hi-Fi 음향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독점 FOCAL® 기술이 탑재된 14개의 스피커는 차내에서 

더 없이 맑고 디테일한 음향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 폴리글라스 기술의 중앙 스피커/후방 스피커: 음향 

몰입 및 공간감

- 하이 익스커션 사양의 폴리글라스 기술의 우퍼/미드

레인지: 음향 밸런스, 역동성 및 정밀성

- 알루미늄 TNF 인버티드 돔 트위터: 최적의 음향 확산, 

디테일한 고음

- 16채널 풀 액티브 앰프 - 690W 등급 D 부스터 기술:  

전력 소모는 적으면서도 항시 상당한 오디오 출력 사용 

가능

- 하이 익스커션 Power FlowerTM 트리플 코일 기술이 

탑재된 서브우퍼: 깊고 통제된 저주파 재생

매트

장착
 

 

매트를 운전석에 장착하는 경우 카펫에 있는 고정장치만 

사용하십시오.

기타 매트는 별도의 고정 없이 카펫 위에 놓으면 됩니다.

탈거/재장착

►  운전석에서 탈거하려면 시트를 뒤로 밀고 고정장치를 

풉니다.

►  다시 장착하려면 매트를 깔고 눌러서 고정시킵니다.

►  매트가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페달이 끼일 위험을 방지하려면

- 차량에 이미 장착된 고정장치에 적합한 매트만 

사용하십시오. 제공된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매트 위에 다른 매트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60
편의

03
시트로엥이 승인하지 않는 매트를 사용하면 페달을 

밟을 때 지장을 주며 크루즈 컨트롤/스피드 리미터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매트에는 시트 아래에 2개의 고정장치가 있습

니다.

커티시 라이트

비 터치 감응식 버전
 

 

독서등
►  점화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해당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커티시 라이트에 접촉하는 물건이 없도록 주의

하십시오.

LED 사양의 터치 버전

1. 앞좌석 터치 감응식 커티시 라이트

2. 앞좌석 터치 감응식 독서등

3. 뒷좌석 터치 감응식 독서등

터치 감응식 커티시 라이트
다음의 상황에서 서서히 켜집니다.

- 차량을 잠금해제한 경우

- 점화 스위치를 끈 경우

- 도어를 연 경우

- 차량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리모트 컨트롤 잠금 버튼을 

작동한 경우

다음의 상황에서 꺼집니다.

- 차량을 잠근 경우

- 점화 스위치를 켠 경우

- 마지막으로 도어를 닫은 후 30초가 경과한 경우

앞좌석 및 뒷좌석 터치 감응식 독서등은 커티시 라이트와 

동시에 켜지고 꺼집니다.

앞좌석 터치 감응식 커티시 라이트를 길게 누르면 

완전히 작동이해제됩니다. ("OFF"(꺼짐) 표시로 

확인)

앞좌석 및 뒷좌석 터치 감응식 독서등은 계속 작동

합니다.

실내 무드등
실내 무드등은 어두운 조건이 감지되면 실내에 부드러운 

컬러 조명을 비춥니다.

기본적으로 실내 무드등의 색상은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 화면 색상과 연결됩니다.

Settings(설정) > Brightness(밝기)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드등의 작동/해제 및 밝기 

조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 Customisation(맞춤 설정)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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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장치

USB 소켓
 

 

각 USB 소켓은 휴대용 장치를 구동하거나 충전할 때 사용

됩니다.

좌측의 USB 소켓은 또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오디오 

시스템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뒷좌석 암레스트
 

 

암레스트에는 2개의 컵 홀더가 있습니다.

컵 홀더에는 캔과 컵의 직경에 따라 사용하는 탈착식  

리듀서가 있습니다.

펜 홀더에는 스마트폰도 거치할 수 있습니다.

스키 플랩
긴 물체를 보관하고 운반할 때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열기

►  뒷좌석 암레스트를 내리고 손잡이를 아래로 당겨 

플랩을 엽니다.
 

 

►  트렁크 안쪽에서부터 물건을 싣습니다.

샤크핀 안테나
 

 

루프 뒤에는 샤크핀 안테나 냉각을 위한 환기 그릴이 있습

니다.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엔진 구동 시 발생하는 환기 

소음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트렁크 장치
 

 

1. 수하물 커버 선반

2. 트렁크등

3. 12V 소켓

4. 짐 고정 스트랩

5. 수하물 고리

6. 단단한 트렁크 바닥 또는 힌지식 트렁크 카펫 

(충전식 하이브리드)

7. 수납 공간

수하물 고리는 여러 다양한 유형의 고정망 또는 

적합한 끈을 사용하여 짐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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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V 액세서리 소켓
►  12V 액세서리(최대 출력: 120W)를 연결하려면 커버를 

들어올리고 적합한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시트로엥이 승인하지 않은 전기 장치(예: USB 

충전기)를 연결하면 차량의 전기 시스템에 악영향

을 미쳐 라디오 수신 불량 또는 화면 디스플레이 간섭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등
트렁크를 열면 자동으로 켜지고 닫으면 자동으로 꺼집

니다.

점등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약 10분간 - 점화 스위치가 꺼져있을 때

- 약 30분간 - 에너지 절약 모드일 때

- 무제한적으로 - 엔진이 작동 중일 때

수납 공간
 

 

►  트렁크 바닥을 최대한 들어올리거나 힌지식 트렁크 

카펫(차량에 따라 다름)을 들어올려 수납 공간에 접근합

니다.

차량에 따라, 수납 공간에는 다음과 같은 공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비상 삼각대

-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및 공구 키트

- 툴 키트 포함 스페어 타이어

- 구동 배터리 충전 케이블(충전식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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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라이트 컨트롤 레버

주요 라이트
 

 

 

 

라이트/주간 전조등 자동 점등

미등만  

전조등 하향/상향  

전조등 하향
 

 

►  라이트 컨트롤 레버를 당겨 전조등 하향과 전조등  

상향을 서로 전환합니다.

"AUTO"(자동) 및 미등 모드에서 라이트 컨트롤 레버를 

당겨 전조등 상향을 바로 켭니다("전조등 깜박임").

디스플레이

계기판에 해당 표시등이 켜지면 선택한 라이트가 켜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결함은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이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은 전조등 하향 또는 전조등 상향이 

켜진 상태에서만 작동합니다.
 

 

►  링을 앞쪽으로 돌려 켜고 뒤쪽으로 돌려 끕니다.

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져도("AUTO"(자동) 위치) 안개등 

및 전조등 하향은 계속 켜집니다.

후방 안개등이 작동하면 어댑티브 프런트라이트 시스템 

기능의 "안개" 모드가 앞쪽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프런트라이트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날씨가 좋거나 비가 내릴 때는 주간과 야간 모두 

안개등을 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빔의 강도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의 눈이 부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릴 때에만 사용

해야 합니다(국가에 따라 규칙이 다를 수 있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안개등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끌 때 라이트 끄기

점화 스위치를 끄면 자동 가이드-미-홈 라이트가  

작동된 경우 하향등을 제외하고 모든 라이트가 바로 

꺼집니다.

점화 스위치를 끈 후 라이트 켜기

라이트 컨트롤을 다시 작동하려면 링을 "AUTO" 

(자동) 위치로 돌린 후 원하는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운전석 도어를 열면 일시적으로 신호음이 울려 라이트

가 켜져 있다고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에너지 절약 

모드로 설정됨). 이는 배터리 충전 레벨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부 날씨 조건(예: 낮은 온도 또는 습도)에서  

전조등 및 후방등 유리 내부 표면에 김이 서리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전조등 및 후방등을 

몇 분간 켜면 사라집니다.



64
라이트 및 시야

04
LED 기술이 탑재된 라이트의 라이트 빔을 너무 

가까이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한 눈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행

수동 전조등 빔 높이 조정 기능이 탑재된 차량:

주행 방향이 반대인 국가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 눈이 부시지 않도록 전조등  

하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주간 전조등/미등
차량 전방의 LED 라이트는 엔진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 주간 전조등(주변의 밝기가 적절할 때 라이트 컨트롤 

레버가 "AUTO"(자동) 위치에 설정된 상태)

- 미등(무드등의 밝기가 어둡거나 "미등만" 또는 "전조등 

하향/상향"일 때 라이트 컨트롤 레버가 "AUTO"(자동) 

위치에 설정된 상태)

주간 전조등 모드에서 다이오드가 더 밝습니다.

방향 지시등
 

 

► 좌측 또는 우측: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라이트 컨트롤 

레버를 내리거나 올립니다.

20초 넘게 방향 지시등을 계속 켜두는 경우, 차량 

속도가 80km/h(50mph)를 초과하면 신호음 

음량이 커집니다.

3번 깜박임
►  저항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짧게 

누릅니다. 방향 지시등이 3번 깜박입니다.

DS 매트릭스 LED 비전 기술이 탑재된 전조등의 경우 

후방 LED 방향 지시등의 라이트가 스크롤합니다.

주간 전조등의 밝기는 방향 지시등이 켜지면 감소합니다.

주차등
(차량에 따라 다름)

통행하는 쪽의 미등만 켜져 해당되는 차량 쪽을 표시합

니다.

►  차량 통행 방향에 따라, 점화 스위치를 끈 후 1분 안에 

라이트 컨트롤 레버를 위쪽 또는 아래쪽으로 작동시킵니다 

(예: 우측에 주차하는 경우 라이트 컨트롤 레버를 아래쪽

으로 밀면 좌측 미등이 켜짐).

신호음이 울리고 계기판에 해당 방향 지시등이 켜져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차등을 끄려면 라이트 컨트롤 레버를 중앙 위치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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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빔 높이 조절

수동 전조등 조절
 

 

 

 

다른 도로 사용자가 눈의 부시지 않도록 차량 하중에 따라 

전조등 빔의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0 (초기 설정)

운전석만 또는 운전석 + 프론트 승객석

1 5인

2 5인 + 트렁크의 수하물

3 운전석만 + 트렁크의 수하물

4 5 6 미사용

자동 DS 매트릭스 LED 비전 
전조등 조절
이 시스템은 차량의 하중에 따라 전조등 빔의 높이를 자동

으로 조절합니다.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결함이 발생하면 시스템이 전조등 빔의 위치를 최저 위치로 

설정합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DS 매트릭스 LED 비전 기술이 탑재된 전조등을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 라이트 점등
라이트 컨트롤 레버가 "AUTO"(자동) 위치에 있고 레인/ 

일광 센서가 어두운 외부를 감지하면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번호판등, 미등 및 전조등 하향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빗물이 감지되어도 켜질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윈드스크린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다시 충분한 수준으로 밝아지거나 윈드스크린 와이퍼를 

끄면 즉시 전조등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오작동
레인/일광 센서 오작동의 경우, 차량의 라이트가 

켜지고 신호음 및 메시지와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실내 룸 미러 뒤쪽, 윈드스크린의 상단 중앙에 

위치한 레인/일광 센서를 가리지 마십시오. 레인 

센서와 결합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리는 경우에도 레인/일광 

센서가 충분한 빛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라이트는 

자동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윈드스크린의 내부 표면에 김이 서려 레인/일광 

센서의 올바른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습하고 추운 날씨에는 정기적으로 윈드스크린에 서린 

김을 제거하십시오.

가이드-미-홈 및 웰컴 라이트

가이드-미-홈 라이트

자동

라이트 컨트롤 레버의 링이 "AUTO"(자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끄면, 밝기가 어두운 경우 전조등 

하향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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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이드-미-홈 라이트를 작동/ 

해제하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  점화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라이트 컨트롤 레버를  

몸쪽으로 당겨("전조등 깜박임") 기능을 작동/해제합니다.

지정된 기간 후에는 수동 가이드-미-홈 라이트가 자동

으로 꺼집니다.

웰컴 라이트
어두울 때 차량을 잠금해제할 경우, "자동 전조등 점등" 

기능이 작동하면 다음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 차량 외부에서 미등, 전조등 하향 및 도어 미러 스팟 

램프

- 차량 내부에서 커티시 라이트와 발밑 조명

도어 미러 스팟 램프
스팟 램프가 프론트 도어 근처 지면을 비추어 차량에 접근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스팟 램프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 차량을 잠금해제할 때

- 도어를 열 때

- 차량 위치 확인 요청이 리모트 컨트롤에 수신될 때

스팟 램프는 웰컴 라이트 및 가이드-미-홈 라이트 기능과 

함께도 켜집니다.

30초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 라이트 시스템 -  
일반 권장사항
자동 라이트 시스템은 윈드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감지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작동 한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야가 불량한 경우(예: 눈, 폭우)

- 윈드스크린이 더럽거나 뿌옇거나 카메라 앞쪽이  

(부착된 스티커 등으로 인해) 가려진 경우

- 차량이 반사율이 높은 표지판 또는 안전 장벽 반사

체와 마주하는 경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 보행자와 같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않는 도로 

사용자

- 조명이 가려진 차량(예: 고속도로의 안전 장벽 뒤쪽

에서 주행하는 경우)

- 가파른 경사로의 꼭대기나 맨 아래 부분, 구불구불한 

도로, 교차로의 차량

유지보수

정기적으로 윈드스크린을 청소하십시오(특히 

카메라 전방 영역).

윈드스크린의 내부 표면의 카메라 주변에도 김이  

서릴 수 있습니다. 습하고 추운 날씨에는 정기적으로 

윈드스크린에 서린 김을 제거하십시오.

카메라를 막을 수 있으므로, 차량 본넷이나 루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동 전조등 하향

자세한 내용은 자동 라이트 시스템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라이트 컨트롤 레버의 링이 "AUTO"(자동) 위치에 있고 

터치 스크린에서 이 기능이 작동된 경우, 윈드스크린 상단

에 위치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밝기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전조등 하향과 상향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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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차량 라이트, 현재 조명 상태

에서의 올바른 사용, 시야, 교통 상황은 물론 주행 및 

차량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25km/h(16mph)를 초과하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차량 속도가 15km/h(9mph)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해제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꺼도 시스템 상태가 저장됩니다.

시스템이 짙은 안개를 감지하면 일시적으로 기능을 

해제합니다.

작동
주변이 너무 어두울 때 교통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 상향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표시등

이 계기판에 켜집니다.

주변이 충분히 밝거나 교통 상황으로 인해 전조등 상향을 

켤 수 없는 경우

- 하향등이 계속 켜집니다. 이 표시등이 

계기판에 켜집니다.

안개등이 켜지거나 시스템이 불량한 시야 조건(예: 안개, 

폭우, 강설)을 감지하면 기능이 해제됩니다.

안개등이 꺼지거나 시야 조건이 다시 좋아지면 기능이  

자동으로 재작동합니다.

기능이 해제되면 이 표시등이 꺼집니다.

기능을 선택했으나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및 경고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표시등이 회색으로 켜집니다.

일시 정지
전조등 빔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전조등의 하향과 상향을 수동으로 전환하면 기능이 

일시 정지됩니다.

"AUTO"(자동) 및 "하향등" 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시스템

이 상향등으로 변경됩니다.

"AUTO"(자동) 및 "상향등" 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시스템

이 하향등으로 변경됩니다.

►  기능을 다시 작동하려면 다시 한번 전조등의 하향과 

상향을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오작동
시스템 또는 카메라 오작동의 경우 신호음 및 

메시지와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어댑티브 프런트라이트 
시스템
매트릭스 빔 기능이 탑재된 풀 LED 전조등 장착 차량에만 

제공됩니다.

이 기능에는 각 주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라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라이트 범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상향등 및 

모듈의 강도 및 방향은 달라집니다.



68
라이트 및 시야

04
라이트 빔을 확장시키고 유도하여 도로 측면에 대한 라이트 

점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모듈이 회전하고 

기울어집니다.

이 기능은 주행 보조 기능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야 및 교통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차량을 주행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작동/해제
►  라이트 컨트롤 레버의 링을 "AUTO"(자동) 위치로  

설정합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동

"City"(도심) 모드
 

 

전조등이 외부 방향의 모듈로 보완된 중간 강도의 라이트 

빔을 제공합니다.

라이트 빔의 폭이 넓어져 도로 측면의 위험(보행자, 교차로)

을 더욱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 범위는 약 230m입니다.

이 모드는 0~50km/h(0~31mph)의 속도에서 3초 넘게 

차량을 움직이면 작동합니다.

"Road"(도로) 모드
 

 

이 라이트는 라이트 빔의 높이를 높이고 전조등 강도를 

증가시키지만 모듈 강도는 감소시킵니다.

이 라이트 범위는 약 240m입니다.

이 모드는 50~110km/h(31~68mph) 미만의 속도에서 

2초 넘게 차량을 운행하면 작동합니다.

"Motorway"(고속도로) 모드
 

 

전조등 및 모듈은 고속 도로에 적합한 원추형 모양의  

상향등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이 라이트 범위는 약 280m입니다.

이 모드는 110km/h(68mph)가 넘는 속도에서 5초 넘게  

차량을 움직이면 작동하고 90km/h(56mph) 미만의 속도

에서 5초 넘게 차량을 움직이면 해제됩니다.

"Rain"(강우) 모드
 

 

이 모드는 0~70km/h(0~43mph)의 속도에서 차량이 

움직이고 와이퍼 작동 후 2분이 경과하면 작동합니다.

라이트 빔 폭이 넓어집니다. 모듈 출력이 증가해 운전자가 

더욱 쉽게 도로 표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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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은 도로의 반사광을 고려하면서) 운전자 시야 향상을 

위해 전조등 상향 강도가 감소합니다.

이 라이트 범위는 약 220m입니다.

이 기능은 속도가 70km/h(43mph)를 초과할 경우  

와이퍼가 작동하더라도 "road"(도로) 또는 "motorway" 

(고속도로) 모드로 전환됩니다.   

"Fog"(안개) 모드
 

 

이 모드는 0~70km/h(0~43mph)의 속도에서 차량이 

움직이고 후방 안개등이 켜지면 작동합니다.

이 라이트 범위는 약 180m입니다.

이 기능은 속도가 70km/h(43mph)를 초과할 경우 후방 

안개등이 작동하더라도 "road"(도로) 또는 "motorway" 

(고속도로) 모드로 전환됩니다.

DS 매트릭스 LED 비전

자세한 내용은 자동 라이트 시스템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매트릭스 빔 기능이 탑재된 풀 LED 전조등 장착 차량에만 

제공됩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도로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최적의 라이트가 유지되도록 주행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상향등을 조절합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차량 라이트, 현재 조명 상태에

서의 올바른 사용, 시야, 교통 상황은 물론 주행 

및 차량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속도가 40km/h(25mph)를 초과할 

때 작동하고 20km/h(12mph) 미만일 때 해제

됩니다.

작동/해제
►  라이트 컨트롤 레버의 링을 "AUTO"(자동) 위치로 설정

합니다.

이 표시등이 계기판에 켜집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꺼도 시스템 상태가 저장됩니다.

기능이 해제되면 라이트 시스템은 "라이트 자동 점등" 모드

로 전환됩니다.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는 상황 또는 짙은 성에가 

낀 경우에는 기능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스템이 짙은 안개를 감지하거나 안개등을 수동으로 

켜면 기능이 일시적으로 해제됩니다. 이는 계기판의 

신호등이 꺼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행

DS 매트릭스 LED 비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

주행 방향이 반대인 국가에서 차량을 운전할 계획인 

경우,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 눈이 부시지 않도록 이 

기능을 해제하십시오.

작동
시스템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주행 상황(밝기, 마주오거나 

뒤따르는 차량의 라이트, 커브길)을 감지하고 그에 맞게 

전조등 상향을 조절합니다.

상향등을 구성하는 모듈은 감지된 주행 상황에 따라 부문

별로 서서히 켜지고 꺼집니다

시스템에 차량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즉시 일반적인 

상향등이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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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
 

 

뒤에서 차량에 접근할 때에는 앞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 

방지를 위해 앞 차량을 향한 라이트 부문만 꺼져 "터널"이 

형성됩니다.

마주오는 차량
 

 

마주오는 차량이 접근할 때에는 해당 차량을 향하는 라이트  

부문만 꺼져 접근이 이루어지는 동안 "터널"이 형성됩니다. 

밝은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

시내와 같은 밝은 영역에 진입할 때 라이트 부문이 외부 

에서 차량 내부로 서서히 꺼지고 하향등으로 전환됩니다.

밝은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경우

라이트 부문이 차량 내부에서 외부로 서서히 켜지고 상향

등이 복구됩니다.

일시 정지
전조등 빔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전조등 하향/상향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기능을 일시 

정지합니다.

라이트 시스템은 "라이트 자동 점등" 모드로 전환됩니다.

►  기능을 다시 작동하려면 전조등 하향/상향을 다시  

수동으로 전환합니다.

오작동
어댑티브 전조등 또는 카메라 오작동의 경우 신호음 

및 메시지와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표시됩

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실내 룸 미러 뒤쪽, 윈드스크린의 상단 중앙에 

위치한 레인/일광 센서를 가리지 마십시오. 레인 

센서와 결합되어 있으며, 해당 기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적 코너링 라이트
 

 

매트릭스 빔 기능이 탑재된 풀 LED 전조등 장착 차량

에만 제공됩니다. 

전조등이 커브길에서 차량의 궤도를 따라가며 도로의  

라이트 범위를 개선합니다.

작동/해제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켜짐/꺼짐
스티어링 휠을 특정 각도에서 돌리면 이 시스템이 작동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특정 스티어링 휠 회전 각도 미만인 경우

- 후진 기어를 체결한 경우

DS 나이트 비전
이 시스템은 주변이 어두울 때 차량 앞쪽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여 운전자의 시야에 있는 보행자 및 동물을 식별

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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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및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적외선 카메라  

이미지를 계속 표시할 경우 "Night vision"(나이트 비전) 

디스플레이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충돌 

위험이 있을 때 경보가 작동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 표시

되는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이 시스템은 주행 보조 기능이며, 어떠한 상황에

서도 야간 시야 및 교통 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온도 차이가 충분하지 않아 시스템이 모든 위험을 감지 

하지 못하거나 이와 반대로 잘못된 경고를 울리는 경우 

(예: 도로 측면에 주차된 대형 트럭의 엔진)도 있습

니다.

작동 조건
- 엔진 작동 시 및 스탑 & 스타트의 STOP(스탑) 모드

에서

- 전조등 하향이 켜지고 양호한 상태에서 주변이 매우 

어두운 경우

- 온도 범위가 -30°C~+28°C인 경우

- 차량 속도가 160km/h(99mph) 미만인 경우

- 0.50m보다 큰 동물을 감지한 경우

작동/해제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동
기능을 선택했으나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확장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및 경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Night vision"(나이트 비전) 페이지에서) 

표시등이 회색으로 켜집니다.

모든 작동 조건이 충족되면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니다.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확장 헤드업 디스

플레이의 디스플레이("Night vision"(나이트 비전) 페이지 

선택) 및 경보 작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작동 조건(속도 또는 온도)이 충족되지 않으면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Night vision" 

(나이트 비전) 페이지에서) 계기판 및 확장 헤드업 디스

플레이의 디스플레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너무 밝거나 전조등 하향을 켜지 않으면 경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감지 범위는 시야 상태에 따라 15m(보행자의 경우) 

~200m입니다.

카메라가 제공하는 이미지는 계기판에 회색 음영 형태로 

표시됩니다. 따뜻한 물체는 차가운 물체보다 밝게 나타

납니다.

보행자나 동물이 감지되면 노란색 프레임으로 나타납니다.

시스템이 보행자 또는 동물과의 충돌 위험

을 감지하면 경보를 작동합니다. 디스플

레이 윈도우 중앙에 기호가 표시됩니다. 보행자나 동물의 

실루엣이 빨간색 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

"Night vision"(나이트 비전) 디스플레이 페이지를 선택

하지 않으면 계기판에 잠시 동안 뜨는 창에서 경보가 작동

합니다.

경보 작동 시 운전자는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거나 차량을 

제동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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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한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스템 작동에 지장을 주거나 

작동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시야가 불량한 경우(강설, 폭우, 짙은 안개 등)

- 카메라가 눈, 진흙 또는 먼지로 가려진 경우

- 롤러형 세차기를 반복해서 통과한 후에 카메라에 흠집

이 난 경우

- 외부 온도가 매우 높은 경우

- 가파른 경사로의 꼭대기나 맨 아래 부분의 경우

- 도로가 매우 구불구불한 경우

- 커브길의 경우

- 카메라 설정을 저하시키거나 손상시킬 수도 있는 충돌이 

발생한 후

- DS 서비스 센터 이외의 다른 곳에서 재도장한 후

정비 권장사항
적외선 카메라의 경우 차량의 윈드스크린 와셔 시스템에 

세척 노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즐은 매 5회 와셔 사용 시 항상 작동합니다.

카메라가 깨끗한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악천후나 겨울철에는 센서가 진흙, 얼음 또는 눈으로  

덮이지 않도록 합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와이퍼 컨트롤 레버

겨울철에는 와이퍼를 작동하기 전 윈드스크린 

및 와이퍼 암과 블레이드 주변의 눈, 얼음 또는 

서리를 제거하십시오.

윈드스크린에 물기가 없을 때 와이퍼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매우 덥거나 매우 추운 날씨에는 와이퍼

를 작동하기 전에 와이퍼 블레이드가 윈드스크린에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자동 세차기를 사용한 후에는 일시적으로 비상

적인 소음과 와이퍼 성능 저하를 느낄 수 있습

니다.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헐적 와이퍼 작동 시
 

 

 

 

AUTO(자동) 와이퍼 장착
 

 

윈드스크린 와이퍼
►  와이퍼 작동 속도를 선택하려면 원하는 위치까지  

레버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고속 와이퍼 작동(폭우)

일반 와이퍼 작동(보통 수준의 강우)

와이퍼 간헐 작동

또는

자동 와이퍼 작동

끄기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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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스위치가 꺼진 후 와이퍼는 윈드스크린의 

하단에서 약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5km/h(3mph)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1 또는 2 위치에서 와이퍼의 작동 횟수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속도가 10km/h(6mph)를 다시 초과하면 와이퍼 작동 

횟수가 원래 횟수로 돌아갑니다(고속 또는 일반).

1회 와이퍼 작동

와이퍼 컨트롤 레버가

►  INT 또는 AUTO 위치에 있을 경우 레버를 몸쪽으로 

짧게 당겼다가 놓습니다.

►  0 위치에 있는 경우 레버를 짧게 눌렀다가 손을 뗍니다.

길게 누를 경우 와이퍼는 정상적인 와이퍼 속도로 연속

하여 작동합니다.

윈드스크린 와셔
►  와이퍼 컨트롤 레버를 몸쪽으로 길게 당깁니다.

와셔 작동이 종료되면 최종 와이퍼 작동 주기가 수행됩

니다.

윈드스크린 와셔 제트는 각 와이퍼 암의 끝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트는 운전석 암의 중간 지점 아래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와셔액은 와이퍼 블레이드 전반에 걸쳐 분사되기 때문에, 

시야가 향상되고 와셔액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자동 에어 컨디셔닝의 경우, 와셔 컨트롤을 작동

하면 흡기구가 일시적으로 닫히면서 악취로부터 

실내를 보호합니다.

와이퍼 블레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와셔 탱크가 

비어 있는 경우, 와셔액을 분사하지 마십시오.

윈드스크린에 와셔액이 얼어 시야를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만 와셔를 작동하십시오. 겨울철에는 "동절기용"  

정격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절대 물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리어스크린 와이퍼
 

 

►  링을 돌려 원하는 기호를 표식에 맞춥니다.

꺼짐

와이퍼 간헐 작동  

와셔-와이퍼 작동  

뒤쪽 와이퍼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끈 경우 점화 스위치를 다시 켤 때 링을 조작하여 

와이퍼를 다시 작동합니다(점화 스위치를 1분 이내로 

끄지 않은 경우).

1차로 링을 와셔 위치로 돌리면 와이퍼가 한 번 작동

합니다. 이후 링을 간헐 와이퍼 작동 위치로 유지하면 

뒤쪽 와이퍼가 윈드스크린 와이퍼 속도 및 차량 속도

에 따라 와이퍼 속도를 채택합니다.

후진

후진 기어를 체결할 때 윈드스크린 와이퍼가 작동 중이면 

리어스크린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Settings(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이 쌓이거나 심한 서리가 내리거나 자전거  

캐리어를 견인 시스템에 장착한 경우 Settings 

(설정) > Vehicle(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

에서 자동 리어스크린 와이퍼를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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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스크린 와셔
►  링을 최대한 끝까지 돌린 상태로 유지합니다.

링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와셔 및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와셔 작동이 종료되면 최종 와이퍼 작동 주기가 수행됩

니다.

추가 제트가 번호판 위쪽에 장착되어 후방 카메라를 청소

합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  후방 카메라 세척은 리어스크린 와셔를 작동하면 시작

됩니다.

윈드스크린 와이퍼의 간헐 작동
간헐 모드에서 운전자는 5가지 해당 위치 중 하나로 링을 

돌려 와이퍼 작동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맨 위쪽) 위치는 보통 강우의 경우로, 2회 와이퍼 

작동 시간 간격이 가장 깁니다.

마지막(맨 아래쪽) 위치는 폭우의 경우로, 2회 와이퍼 

작동 시간 간격이 가장 짧습니다.

링을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돌리면 확인을 위해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와이퍼 컨트롤 레버가 INT, 1 또는 2 위치에 있을 

때 점화 스위치를 1분 이상 끈 후 점화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경우:

- 외부 온도가 +3°C 미만인 경우 차량이 10km/h 

(6mph)를 초과하는 즉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외부 온도가 +3°C를 초과하는 경우 시스템이 즉시 

작동합니다.

자동 윈드스크린 와이퍼
AUTO(자동) 모드에서는 윈드스크린 와이퍼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선택한 센서의 감도에 따라 강수 강도에 맞게 

조절됩니다.

빗물 감지 기능은 룸 미러 뒤쪽의 윈드스크린 상단 중앙에 

위치한 레인/일광 센서를 사용합니다.

특정 날씨 조건(예: 안개, 서리, 눈, 염분이 많은 

도로 예상)에서 운전자는 수동 와이퍼로 돌아

가야 할 수 있습니다.

켜짐/꺼짐

자동 윈드스크린 와이퍼를 켜려면

► 와이퍼 컨트롤 레버를 AUTO(자동) 위치에 놓습니다.

►  링을 돌려 센서 감도를 조절합니다.

와이퍼 작동 주기에 따라 메시지 표시와 함께 요청 사항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윈드스크린 와이퍼를 끄려면 와이퍼 컨트롤 

레버를 또 다른 위치 또는 0 위치로 설정합니다.

감도 조절
 

 

첫 번째 위치(맨 위쪽)는 센서의 가장 낮은 감도에 해당

합니다.

마지막 위치(맨 아래쪽)는 센서의 가장 높은 감도에 해당

합니다.

감도가 높을수록 시스템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와이퍼 

작동 횟수가 증가합니다.

링을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돌리면 확인을 위해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와이퍼 컨트롤 레버가 AUTO(자동) 위치에 있을 

때 점화 스위치를 1분 이상 끈 후 점화 스위치를 

다시 켜는 경우:

- 외부 온도가 +3°C 미만인 경우 감지된 빗물의 양에  

따라 차량이 10km/h(6mph)를 초과하는 즉시 시스템

이 작동합니다.

- 외부 온도가 +3°C를 초과하는 경우 감지된 빗물의 

양에 따라 시스템이 즉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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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일광 센서를 가리지 마십시오.

자동 세차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동 와이퍼 및 

점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겨울철에는 얼음이 윈드스크린에서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자동 와이퍼를 작동하십시오.

오작동

자동 와이퍼 작동에 결함이 있는 경우 와이퍼가 간헐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윈드스크린 와이퍼의 특수 위치
이 정비 위치는 와이퍼 블레이드를 청소하거나 교체하는  

동안 사용됩니다. 겨울철(얼음, 눈)에는 윈드스크린에서 

와이퍼 블레이드를 해제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평한 와이퍼 블레이드를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이 권장됩니다.

- 주의를 기울여 취급합니다.

- 비눗물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세척합니다.

- 와이퍼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윈드스크린에 판지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 처음으로 마모 징후가 나타날 때 교체합니다.

윈드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 탈거 전
 

 

점화 스위치를 끈 후 즉시 와이퍼 컨트롤 레버를 작동하면 

와이퍼 블레이드가 수직으로 설정됩니다

►  원하는 작동을 진행하거나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

합니다.

윈드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 장착 후

►  작동 후 와이퍼 블레이드를 초기 위치로 되돌리려면 

점화 스위치를 켜고 와이퍼 컨트롤 레버를 작동시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윈드스크린에서 탈거/장착
 

 

►  운전석 쪽에서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작업을 실시합

니다.

►  가장 먼 와이퍼 블레이드부터 시작하여 각 와이퍼 암의 

단단한 부분을 잡고 최대한 위로 올립니다.

제트 위치에 와이퍼 암을 유지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와이퍼 블레이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될 위험이 있습니다.

와이퍼 블레이드를 움직이면서 해제하지 마십시오. 

윈드스크린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  와셔액을 사용하여 윈드스크린을 세척합니다.

"Rain X"형 방수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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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마모된 와이퍼 블레이드를 

해제한 후 탈거합니다.

►  새 와이퍼 블레이드를 장착한 후 와이퍼 암에 고정

시킵니다.

►  다른 와이퍼 블레이드에도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  가장 가까운 와이퍼 블레이드부터 시작하여 다시 한 번 

각 와이퍼 암의 단단한 부분을 잡은 후 윈드스크린 쪽으로 

조심스럽게 유도합니다.

리어스크린에서 탈거/장착
 

 

►  와이퍼 암의 단단한 부분을 잡고 최대한 위로 올립

니다.

►  와셔액을 사용하여 리어스크린을 세척합니다.

►  와이퍼 블레이드가 부착되는 암의 위치를 식별합니다.

►  마모된 와이퍼 블레이드를 리어스크린 방향으로 당겨 

분리한 후 탈거합니다.

►  새 와이퍼 블레이드를 암의 동일한 위치에 장착한 후 

해당 위치에 고정합니다.

►  다시 한 번 와이퍼 암의 단단한 부분을 잡은 후 리어

스크린 쪽으로 조심스럽게 유도합니다.

장착 중 잘못된 위치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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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안전 권장사항

차량의 여러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제거

하지 마십시오. 안전 경고 및 차량 식별 정보가 

라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광 안전 조끼, 비상 삼각대, 음주 측정기, 스페어 

전구, 스페어 퓨즈, 소화기, 구급 상자, 차량 뒤쪽의 

흙받이 등과 같은 특정 안전 장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의무 사양일 수 있습니다.

전기 액세서리 장착

- 시트로엥이 승인하지 않은 전기 장비 또는 액세

서리를 장착하면 과다하게 전류가 소비되고 차량의 

전기 시스템과 관련된 결함 및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승인된 액세서리 범위에 관한 정보는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의 전자 시스템에 사용되는 

진단 소켓에 접근하는 것은 필요한 특수 공구를 구비한 

공식 DS 서비스 센터에서만 해야 합니다(고장 또는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전기 시스템 오작동

의 위험). 이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트

로엥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트로엥이 의도 또는 승인하지 않거나 시트로엥이 

규정한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실시한 개조 또는 

조정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상업 보증이 유예됩니다.

액세서리 무선 통신 송신기 장착

외부 안테나가 있는 무선 통신 송신기를 장착하기 

전에 차량 전자기 호환성 지침(2004/104/EC)에 따라 

장착 가능한 송신기 제원(주파수, 최대 출력, 안테나 

위치, 특정 장착 요건)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무선 장비의 적합성 고지

해당 인증서는 http://service.dsautomobiles. 

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
 

 

 

 

►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방향 지시등이 깜박입니다.

점화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비상등 자동 작동
비상 상황에서 차량을 제동하면 감속률에 따라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후 가속하면 비상등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버튼을 누르면 비상등을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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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  스티어링 휠의 중앙 부분을 누릅니다.

보행자 혼(충전식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은 Electric(전동) 모드에서 주행 시(100% 전동 

주행) 보행자에게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차량이 움직이고 최대 30km/h(19mph)의 속도일 때, 

전진 또는 후진 기어에서 보행자 혼이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오작동

오작동 시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 DS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되는 정비 서비스의 일반 사용 조건에 따르며 기술적 제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 "eCall (SOS)" 및 "DS ASSISTANCE"가 제공하는 지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국가 및 제공된 텔레매틱 서비스의 목록은 해당 국가의 DS 서비스 센터 또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또는 지원 전화
 

 

 

 

1. eCall(SOS)

2. DS ASSISTANCE

eCall(SOS)
차량에는 eCall (SOS) 시스템이 기본이나 옵션으로 장착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eCall(SOS) 시스템은 긴급 구조대에 직접 연락할 수 

있고 차량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내장된 센서를 

통하거나 버튼 1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락됩니다.

eCall(SOS) 시스템은 판매 국가에 따라 시스템 PE112, 

ERAGLONASS, 999 등에 해당합니다.

eCall(SOS) 시스템은 기본으로 작동합니다.

►  수동으로 비상 전화를 하려면 버튼 1을 2초 이상 

누릅니다.

표시등 점등 및 음성 메시지를 통해 긴급 구조대에 통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eCall(SOS) 시스템은 즉시 차량 위치를 파악하여 해당 

긴급 구조대와 연락을 취합니다**.

►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요청이 바로 취소됩니다.

차량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표시등이 깜박인 후 통신이 

구축되면 켜집니다.

에어백 컨트롤 유닛 등 차량에 내장된 센서가 

심각한 사고를 감지하면 비상 전화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eCall(SOS) 시스템은 공공 서비스이며 무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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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작동

- 점화 스위치를 켠 후 표시등이 몇 초 동안 점등되었다가 

꺼지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면 비상 배터리가 방전된 

것입니다. 이는 몇 분 간 주행하면 충전됩니다.

-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켜지면 시스템 오작동입니다. 

비상 및 지원 전화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점화 스위치를 켰을 때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은 경우

에도 시스템 오작동입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해도 차량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시스템 업데이트 수행 중에는 eCall(SOS)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처리

eCall(SOS) 기능의 모든 개인 정보 처리는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 2016/679 (일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 GDPR) 및 지침 2002/58/EC를 준수

하며 특히 규정 6 (1) d) GDPR에 따라, 데이터 주체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개인 정보 처리는 "112" 유럽 단일 비상 전화번호와 

함께 사용되는 eCall(SOS) 기능의 취급 목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eCall(SOS) 기능은 차량과 관련한 데이터 즉, 차대

번호, 차종(승용차 또는 경상용차), 연료 유형 또는  

전원, 최근의 3곳 위치 및 이동 방향, 승객 수 및 시스템 

자동 작동에 대한 타임스탬프 로그 파일 및 그 타임

스탬프만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된 데이터의 수신자는 위치한 해당 지역의 관할 

국가 기관이 지정한 비상 전화 처리 센터로 "112" 비상 

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우선적으로 라우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관

시스템 메모리에 포함된 데이터는 전화를 거는 

경우에만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추적이 불가능하며 일반 작동 모드에서 계속 모니터링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내부 메모리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계속 삭제

되며,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요한 차량의 최근 

3곳의 위치만 저장됩니다.

비상 통화 작동 시 데이터 로그는 13시간 동안만 저장

됩니다.

데이터 액세스

사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으며 

해당 시 GDPR 조항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개인 정보의 

수정, 삭제 또는 처리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통지가 불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노력을 

요하지 않는 경우, GDPR에 따라 수행된 수정사항, 

삭제 또는 제한사항을 데이터가 공개된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 보호 감독 권한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

(privacyrights@stellantis.com)로 문의하십시오.

연락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브랜드 웹사이트의 개인

정보보호 & 쿠키 방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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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ASSISTANCE
►  차량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버튼 2를 2초 이상 눌러 

지원을 요청합니다(음성 메시지로 확인).*

►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요청이 바로 취소됩니다.

개인보호 모드에서 차량과 DS AUTOMOBILES 

간의 공유 수준(데이터 및 위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DS 서비스 센터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차량을 구매

한 경우, 서비스 센터에서 서비스의 구성 상태를 

확인받은 후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변경하도록 의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선택한 공식 국가 언어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

니다.

기술적인 이유와 특히 고객에게 제공되는 텔레

매틱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트

로엥은 언제든지 차량에 장착된 텔레매틱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eCall(SOS)" 및 "DS ASSISTANCE" 시스템의 지리적 범위 및 차량 소유자가 선택한 공식 국가 언어에 따릅니다. 

적용 국가 및 제공된 텔레매틱 서비스의 목록은 해당 국가의 DS 서비스 센터 또는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장착된 텔레매틱 시스템으로 업데이트 

하는 동안 DS ASSISTANCE 시스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SOS 및 지원 팩이 포함된 DS 커넥트 박스를 사용

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웹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추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SOS 및 지원 팩에 관한 정보는 이 서비스의 일반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ESP 시스템(ESC)
ESP 시스템(ESC)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BS 시스템 및 전자식 제동력 분배(EBFD)

- 비상 제동 지원(EBA)

- 충돌 후 세이프티 브레이크(PCSB)

- 안티-슬립 제어(ASR)

- 다이나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

- 트레일러 스태빌리티 어시스트(TSA)

ABS 시스템/전자식 제동력 분배
(EBFD)
위 시스템들은 제동 시 차량의 안전성 및 핸들링을 향상

시키며 특히 노면이 불량하거나 미끄러운 경우 코너 제어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ABS는 비상 제동 시 휠이 잠기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EBFD는 각 개별 휠의 전체적인 제동 압력을 관리합니다.

► 비상 시 제동할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아 

이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브레이크 페달이 약간 떨려 ABS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ABS 관련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의 기존 제동 방식을 유지하고, 적절한 속도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STOP(스탑) 및 ABS 경고등과 함께 이 경고등

이 켜지며, 메시지 표시 및 신호음이 울려 EBFD

에 오작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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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세우고 점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휠(타이어 및 림)을 교체할 때 차량에 승인된  

휠인지 확인하십시오.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비상 제동 지원(EBA)
이 시스템은 제동 압력을 최적화하여 비상 정지 거리를 

단축합니다.

EBA 시스템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속도와 비례하여 

작동합니다. EBA 시스템의 작동으로 페달 저항이 감소

하고 제동 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돌 후 세이프티 브레이크
(APCB)
사고가 감지되면 차량은 충돌 후 자동 제동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목적은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충돌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차량이 충돌 후 자동 제동을 작동하여 실행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파괴적인 사고나 다른 특정 사고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자동 제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동 조건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충돌 시 에어백 또는 파이로테크닉 안전벨트 프리 

텐셔너가 전개된 경우

- 충돌 도중과 충돌 후 제동 시스템 및 전동 기능이 계속 

작동하는 경우

- 운전자가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경우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경고등, 메시지 표시 및 신호음

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 중 하나가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안티-슬립 제어(ASR)/ 
다이나믹 스태빌리티 컨트롤(DSC)
안티-슬립 제어(또는 트랙션 컨트롤)는 엔진 제동을 통해 

주행 중인 휠에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하나 이상의 바퀴 

회전을 방지함으로써 구동력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차량의 

방향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차량의 궤도와 운전자가 원하는 경로 사이에 차이가 발생

하는 경우, 다이나믹 스태빌리티 컨트롤 시스템은 자동

으로 하나 이상의 바퀴에 엔진 제동 및 브레이크를 작동 

하여 물리적 법칙 한도 내에서 차량을 원하는 경로로  

되돌립니다.

위 시스템들은 차량의 시동을 걸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접지력 또는 궤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작동합니다.

해제/재작동

예외적인 상황(예: 차가 진흙이나 눈에 빠졌거나 푸석 

푸석한 흙길에서 차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바퀴가 자유

롭게 돌아가 다시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DSC/ASR 

시스템을 해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접지력 수준이 허용하는 즉시 이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

십시오.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ASR  

시스템을 해제/재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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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R 시스템 해제/재작동은 계기판에 이 표시등이 

켜지고 꺼지며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ASR 시스템은 점화 스위치를 끄거나 속도가 50km/h 

(31mph)를 초과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작동합니다.

50km/h(31mph) 미만의 속도에서는 수동으로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ASR/DSC

위 시스템들은 일반 주행 시 안전을 향상시켜 

주지만, 위 시스템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추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접지력이 감소된 상황(비, 눈, 얼음)에서는 접지력 

상실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극한의 상황을 포함

하여 모든 상황에서 위 시스템들을 계속 작동하는 

것이 안전에 중요합니다.

위 시스템들의 올바른 작동은 DS 서비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조립 및 수리 절차뿐만 아니라 휠(타이어 및 

림), 제동 및 전자 구성부품에 관한 제조사의 권장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겨울철에는 위 시스템들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노우 또는 사계절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에 승인된 타이어를 4개 휠 전체에 장착해야 

합니다.

모든 타이어 제원은 타이어/페인트 라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별 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트레일러 스태빌리티 어시스트
(TSA)
견인 시 이 시스템은 차량 또는 트레일러가 좌우로 흔들릴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작동

점화 스위치를 켜면 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ESP 시스템(ESC)에는 결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량 속도가 60~160km/h(37~99mph)여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좌우로 흔들리는 트레일러를 감지할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트레일러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엔진 출력을 감소시켜 차량을 감속합니다.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깜박이고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것으로 확인)

중량 및 견인 하중에 관한 내용은 엔진 기술 데이터 및 

견인 하중 섹션 또는 차량 등록증을 참조하십시오.

견인 장치 사용 시 안전한 주행을 보장하려면 해당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오작동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계속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트레일러 사용에 관한 권장사항 및 해당 국가

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트레

일러 스태빌리티 컨트롤 시스템이 일반 주행 조건에서 

안전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사용

한다고 해서 부적절한 작동 조건(예: 과적, 전축 하중 

초과, 타이어 마모 또는 공기압 부족, 제동 시스템 결함) 

에서 트레일러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등의 추가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됩니다.

일부의 상황, 특히 경량의 트레일러가 장착된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좌우로 흔들리는 트레일러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끄럽거나 불량한 노면에서 주행할 경우, 트레일러가 

갑자기 좌우로 흔들리는 상황을 시스템이 방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트랙션 컨트롤
이는 특허를 획득한 특수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으로 눈길, 

진흙길 및 모랫길에서 구동력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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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에서 최적의 구동력을 발휘하려면 차량에 

동절기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시스템 성능을 위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여 가장 적합한 타이어를 선택하십시오.

작동/해제
 

 

 

 

►  DRIVE MODE(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다양한 모드가 표시됩니다.

►  상황에 따라 "Snow"(스노우), "Mud"(머드) 또는 

"Sand"(샌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드는 계기판에 계속 표시됩니다.

►  작동을 해제하려면 "Normal"(일반) 모드 또는 기타 

다른 주행 모드를 선택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작동 모드

Snow(스노우) 모드

이 모드는 바퀴 회전 정도를 계속 조절하여 강설 조건에 

따라 최대의 접지력을 제공합니다(눈이 많이 쌓인 경우 

바퀴 회전이 많고, 빙판의 경우 바퀴 회전이 매우 적음). 

바퀴 회전은 또한 차량의 가속을 최적화하여 오르막 주행 

시 발생하는 조건에 맞추어 조절됩니다.

(이 모드는 80km/h(50mph)까지 작동함)

Mud(머드) 모드

이 모드는 차량 출발 시 최소의 접지력을 통해 바퀴가 많이  

헛돌도록 하여 진흙 제거 작용을 최적화하고 접지력을  

다시 확보합니다. 이와 동시에 접지력이 최대인 바퀴는 

최대한 많은 접지 토크가 전달되는 방식으로 제어됩니다.

차량 이동 시에 시스템이 바퀴가 헛도는 상태를 최적화 

하여 최대한 완전하게 운전자의 요건에 반응합니다.

(이 모드는 50km/h(31mph)까지 작동함)

Sand(샌드) 모드

이 모드는 두 구동 바퀴가 동시에 헛돌지 않도록 하여 차량  

전진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모래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될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 모드는 120km/h(75mph)까지 작동함)

차량이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모랫길에는 다른 모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권장사항

차량은 원칙적으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주행하

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주행하기 더 어려운 다른 지형

에서 주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비포장도로 주행은 허용하지 않습

니다.

- 특히 장애물이나 돌로 인해 차체 하부가 손상되거나  

부품(예: 연료 파이프, 연료 냉각기)이 파열될 수 있는 

지형에서 주행

- 접지력이 불량한 가파른 경사 지형에서 주행

- 수로를 가로질러 주행

힐 어시스트 내리막길 컨트롤
중간 정도에서 가파른 경사로, 아스팔트 도로 또는 다른 

노면(예: 자갈, 진흙) 조건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진 또는 후진으로 경사로를 내려갈 때 차량

이 미끄러지거나 제어력을 상실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내리막길에서, 이 시스템은 체결된 기어에 따라, 점차적

으로 브레이크를 해제하면서 운전자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경사도가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기어 셀렉터가 N, D 또는 R로 설정된 상태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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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제어하는 경우,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

이크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차량 속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속도가 70km/h(43mph) 이상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관리 시

켜기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기능 상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  50km/h(31mph) 미만의 속도에서 시스템을 

선택하려면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이 버튼을 누릅

니다. 이 표시등이 계기판에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은 30km/h(19mph) 미만의 속도에서 작동됩니다.

►  차량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운전자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속도를 

제어합니다.

- 기어가 1단 또는 2단으로 변속된 경우, 속도가 

감소하고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입니다.

- 기어가 중립인 경우, 속도가 감소하고 표시등이 천천히  

깜박입니다. 이 경우 내리막길의 속도는 보다 낮게 유지

됩니다.

내리막 경사로의 경우,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시스템이 브레

이크를 해제하여 차량이 서서히 움직이도록 설정합니다.

시스템이 제어 중일 경우에는 브레이크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속도가 30km/h(19mph)를 초과하면, 제어가 자동으로 

잠시 중단되고 계기판의 표시등이 다시 회색으로 바뀝

니다. 그러나 버튼의 녹색 표시등은 계속 켜져 있습니다.

속도가 30km/h(19mph) 미만으로 다시 떨어지면, 경사

로와 페달 해제 조건이 충족될 때, 제어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언제든지 가속 페달 또는 브레이크 페달을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

끄기
►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버튼을 누릅니다. 계기판의 

표시등이 꺼집니다.

속도가 70km/h(43mph)를 초과하면, 시스템 작동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버튼의 표시등이 꺼집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녹색으로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안전벨트
관성 릴

안전벨트에는 자신의 신체에 맞게 안전벨트 끈 길이를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관성 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보관 위치로 돌아갑니다.

관성 릴에는 충돌, 비상 제동 상황이 발생하거나 차량이 

전복할 경우 안전벨트 끈을 자동으로 잠그는 장치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 끈을 강하게 당긴 후 약간 감기

도록 놓으면 장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파이로테크닉 프리텐셔닝

이 시스템은 전방 또는 측면 충돌 시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충돌 심각도에 따라 파이로테크닉 프리텐셔닝 시스템은 

충돌 즉시 승객의 몸에 채워진 안전벨트를 조입니다.

점화 스위치가 켜지면 파이로테크닉 프리텐셔닝 안전

벨트가 작동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압력 제한 시스템

이 시스템은 승객의 키를 감안하여 가슴에 가해지는 안전 

벨트의 압력을 감소시켜 보호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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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발생한 경우

충돌 속성 및 심각도에 따라 에어백 전개와는 

무관하게 파이로테크닉 장치가 미리 작동할 수 있습 

니다. 프리텐셔너가 전개될 때 이와 함께 약간의 무해 

한 연기가 배출되고 소음이 들리는데, 이는 시스템에 

내장된 파이로테크닉 장약통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충돌 후에는 DS 서비스 센터에서 안전벨트 시스템을 

점검받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십시오.

앞좌석 안전벨트
앞좌석 안전벨트에는 파이로테크닉 프리텐셔닝 시스템 

및 프로그레시브 압력 제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뒷좌석 각각에는 3점 관성릴 안전벨트가 갖춰져 있습니다.

외측 시트에는 파이로테크닉 프리텐셔닝 및 압력 제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착용
►  벨트 끈을 당긴 후 버클에 클립 부분을 삽입합니다.

►  벨트 끈을 당겨 안전벨트가 올바르게 조여지는지 확인

합니다.

해제
►  버클의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  감길 때 안전벨트의 방향을 유도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해제 경보
 

 

 

 

1. 앞좌석 좌측 안전벨트 경고등

2. 앞좌석 우측 안전벨트 경고등

3. 뒷좌석 좌측 안전벨트 경고등

4.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경고등

5. 뒷좌석 우측 안전벨트 경고등

미착용/해제 경고등

시스템이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해제 상태를 감지하는 

즉시 계기판과 안전벨트 경고등 디스플레이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운전자 또는 앞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고등 

(1 또는 2)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20km/h(12mph)를 

초과하면 약 2분 동안 신호음과 함께 경고등이 빨간색 

으로 깜박입니다. 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 경고등이 계속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

전원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경고등(3, 4 

또는 5)이 1분간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안전벨트 해제 경보

점화 스위치가 켜진 후 운전자 또는 승객이 안전 

벨트를 푸는 경우 해당 경고등(1, 2, 3, 4 또는 5)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20km/h(12mph)를 초과하면 약 

2분 동안 신호음과 함께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이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안전벨트를 다시 착용할 때까지 경고등이 

계속 점등됩니다.

점화 스위치를 켰을 때 운전자 또는 승객이 안전

벨트를 착용하고 있다면 해당 경고등(1, 2, 3, 4 

또는 5)이 디스플레이에 녹색으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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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 스위치를 켰을 때 앞좌석 또는 뒷좌석 승객 

중 한 명이 없는 것으로 감지될 경우 해당 경고등

(2, 3, 4 또는 5)이 디스플레이에 회색으로 켜집니다.

안전벨트 미착용/해제 경보가 더 이상 없는 경우 녹색 또는 

회색 경고등이 약 30초 동안 계속 켜졌다가 꺼집니다.

권장사항

운전자는 출발 전 승객이 올바르게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거리를 주행하더라도 차량 탑승 시 항상 안전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안전벨트 버클을 뒤집지 마십시오. 성능이 제대로 발휘

되지 않습니다.

안전벨트 버클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착용 전에 이물질

(예: 동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전후에는 안전벨트가 올바르게 감긴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시트 또는 뒷좌석 벤치 시트를 접거나 밀은 후에 안전

벨트가 올바르게 놓여 말려 들어간 상태인지 확인하

십시오.

장착

벨트 끈의 하부는 골반에 최대한 낮게 위치해야 

합니다.

상부는 어깨의 움푹 파인 부분에 위치해야 합니다.

앞좌석에서 안전벨트 위치를 조절하려면 시트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안전벨트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벨트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최대한 몸과 가깝게 조입니다.

- 비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여 몸 

앞쪽에서 당깁니다.

- 한 사람을 고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마모되거나 벗겨진 흔적이 없습니다.

-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권장사항

12세 미만이거나 1.5m 미만인 승객의 경우 

적절한 어린이용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동일한 안전벨트로 2명 이상의 어린이를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어린이를 무릎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린이용 시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유지보수

현재 안전 규정에 따라 차량 안전벨트에 대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려면 필요한 역량과 장비를 갖춘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DS 서비스 센터는 이 

모든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에 손상된 흔적이 있으면 DS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안전벨트를 점검받으십시오.

비눗물이나 DS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하는 섬유 세정제

를 사용하여 안전벨트 끈을 청소하십시오.

에어백

일반 정보
심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앞좌석 및 뒷좌석에 착석한 승객

의 안전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에어백은 

압력 제한 시스템이 장착된 안전벨트의 작용을 보완합

니다.

전자 감지기가 충돌 감지 구역에서 발생한 전방 및 측면 

충돌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 심한 충돌이 발생하면 에어백이 즉시 전개되어 차량 

승객에 대한 보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거나 승객이 빠져나올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돌 직후 에어백은 빠른 속도로 수축합니다.

- 경미한 충돌, 후방 추돌 또는 특정 전복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안전벨트만이 승객을 보호합니다.

충돌 심각도는 충돌 순간 장애물의 속성 및 차량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화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에어백이 작동

하지 않습니다.

에어백은 한 번만 전개됩니다. (동일한 사고 또는 이후 

사고에서) 2차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어백이 

다시 전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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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감지 구역

A. 전방 충돌 구역

B. 측면 충돌 구역

하나 이상의 에어백이 전개될 때 시스템에 내장

된 파이로테크닉 장약통이 폭발하면서 소음이 

들리고 약간의 연기가 배출됩니다.

이 연기는 유해하지 않지만 예민한 승객의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에어백 전개와 관련된 폭발음으로 인해 

일시적인 청력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앞좌석 에어백
 

 

심한 전방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머리 및 흉부에 가해지는 

부상의 위험을 제한하여 운전자 및 프론트 승객석 승객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운전석 에어백은 스티어링 휠의 중앙에 장착되어 있고,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은 글로브 박스 위쪽의 대시보드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개

전방 충돌 구역 A의 전체 또는 일부에 가해지는 심한 전방 

충돌의 경우 에어백이 전개됩니다(해제된 경우,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은 제외)*.

앞좌석 에어백은 차량 앞좌석 승객의 흉부 및 머리와 스티

어링 휠(운전석의 경우) 또는 대시보드(프론트 승객석의 

경우) 사이에서 팽창하여 앞좌석 승객이 앞쪽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시켜 줍니다.

측면 에어백
 

에어백

 

심한 측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둔부와 어깨 사이의  

가슴에 가해지는 부상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프론트 승객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측면 에어백은 시트 등받이 프레임(도어 쪽)에 장착

되어 있습니다.

전개

측면 충돌 구역 B의 전체 또는 일부에 가해지는 심한 

측면 충돌의 경우 한쪽 측면에서 에어백이 전개됩니다.

측면 에어백은 차량 승객의 흉부와 해당 도어 패널 사이

에서 팽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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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에어백
심한 측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머리에 가해지는 부상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앞좌석 승객을 보호하는 시스템 

입니다.

중앙 에어백은 중앙 콘솔 측면에서, 운전석 시트 등받이 

프레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측면 충돌 구역 B의 전체 또는 일부에 가해지는 심한 측면 

충돌의 경우 측면 에어백과 동시에 전개됩니다.

커튼 에어백
심한 측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머리 쪽에 가해지는  

부상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전자 및 승객(뒷좌석 

중앙에 앉은 승객 제외)에 대한 보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각 커튼 에어백은 필러 및 상부 실내 영역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개

측면 충돌 구역 B의 전체 또는 일부에 가해지는 심한 측면  

충돌의 경우 해당 측면 에어백과 동시에 전개됩니다.

커튼 에어백은 차량 앞좌석/뒷좌석 승객과 해당 윈도우 

사이에서 팽창합니다.

오작동
오작동 시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스템을 점검받으려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심한 충돌이 발생한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측면에서 경미한 충격 또는 충돌이 발생하

거나 차량이 전복된 경우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방 추돌 또는 전방 충돌의 경우에는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권장사항

최대한의 에어백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아래 

안전 권장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정상적이고 똑바른 자세로 앉으십시오.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제대로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승객과 에어백 사이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예: 

어린이, 동물, 물체). 또한 에어백 경로 또는 가까운 

위치에 어떤 것도 장착하거나 부착하지 마십시오. 에어

백이 전개될 때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백 인근 영역의 차량 순정품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언급된 모든 주의사항을 준수하더라도, 에어백이 전개

될 때 머리, 가슴 또는 팔에 가해지는 부상 또는 경미한  

화상의 위험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어백은 거의 

순간적으로(몇 밀리초 이내) 팽창한 후 이와 동시에 

해당 배출구를 통해 고온 가스가 배출되면서 수축합

니다.

사고 발생 후나 차량 도난 시 에어백 시스템을 점검

받으십시오.

모든 작업은 DS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앞좌석 에어백

스티어링 휠의 스포크를 잡거나 휠 중앙부에 손을 

얹은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승객은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 놓으면 안 됩니다.

흡연하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전개되면 담배나 담배 

파이프로 인해 화상 또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탈거하거나 뚫거나 강하게 타격하지 

마십시오.

스티어링 휠 또는 대시보드에 어떤 물체도 고정하거나 

부착하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전개될 때 이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측면 에어백/중앙 에어백

이러한 에어백의 전개에 적합한 승인 시트 커버만 

사용하십시오. 차량에 적합한 시트 커버의 범위에 관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트 등받이에 어떤 물체(예: 의복)도 고정하거나 부착

하지 마십시오. 에어백이 전개될 때 이로 인해 흉부나 

팔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몸 상체를 필요 이상으로 도어 쪽에 기울인 상태로 

앉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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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프론트 도어 패널에는 측면 충격 센서가 내장

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도어 또는 승인되지 않거나 잘못 실시된 프론트  

도어 또는 해당 실내 트림 작업(개조 또는 수리)은 측면  

충격 센서 작동을 저해해서 측면 에어백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DS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커튼 에어백

루프에 어떤 물체도 장착하거나 부착하지 마십

시오. 커튼 에어백이 전개될 때 머리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루프에 장착된 그랩 핸들을 탈거하지 마십시오.

액티브 본넷
 

 

액티브 본넷은 차량 앞쪽과 충돌 시 최적의 보행자 안전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차량 전방에 위치한 센서가 충돌을 감지하면 파이로

테크닉 시스템이 본넷의 힌지에서 작동하여 본넷을 들어

올립니다.

액티브 본넷이 전개될 때 이와 함께 약간의 무해한 

연기가 배출되고 소음이 들리는데, 이는 시스템에 

내장된 파이로테크닉 장약통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에어백 경고등이 켜집니다.

작동한 후에는 본넷을 열거나 닫으려고 시도하지 마십 

시오. 견인업체에 연락하거나 30km/h(19mph) 미만

의 속도로 주행하여 인근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

시오.

운전석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시야가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에어백은 한 번만 작동합니다. (동일한 사고 또는 

이후 사고에서) 2차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액티브 본넷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나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시스템

을 점검받으십시오.

본넷 아래 스트러트 근처의 파이로테크닉 시스템을 

무단으로 변경하지 마십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작업은 DS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시스템을 점검

받으려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액티브 본넷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시트

어린이 탑승 관련 규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최대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권장사항을 준수

하십시오.

- 유럽 규정을 기준으로, 12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1.5m 미만의 모든 어린이는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또는 

ISOFIX 고정장치 내장 시트에 장착된 해당 체중에 적합한 

승인된 어린이용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 통계적으로 어린이 탑승에 가장 안전한 곳은 뒷좌석

입니다.

- 9kg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 탑승 시 앞좌석/뒷좌석 모두 

"뒤를 향하는" 시트에 앉혀야 합니다.

어린이가 탑승할 때에는 차량의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권장됩니다.

- 3세 이하의 경우, "뒤를 향하는" 시트

- 3세 이상의 경우, "앞을 향하는"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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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가 제대로 위치해 있고 조여진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지지대 다리가 있는 어린이용 시트의 경우, 이 지지대 

다리가 바닥에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놓인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용 시트를 차량에 잘못 장착하면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시트 아래에 안전벨트나 버클이 놓여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트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를 주행하더라도 어린이 신체와 비례하여 

최소 수준으로 벨트를 느슨하게 유지하면서 안전벨트 

또는 어린이용 시트 하네스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경우, 

안전벨트를 어린이용 시트에 올바르게 조이고 어린이용 

시트를 차량 시트에 견고하게 고정시키십시오. 프론트 

승객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 시 앞으로 

미십시오.

등받이 내장 어린이용 시트를 프론트 승객석에 장착

하기 전에는 헤드레스트를 탈거하십시오.

헤드레스트를 확실하게 보관하거나 견고하게 장착 

하여 급제동 시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린이용 

시트를 탈거한 후에는 헤드레스트를 다시 장착하십

시오.

부스터 시트 장착

가슴을 지나는 안전벨트 부분은 어린이의 목에 

닿지 않고 어깨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지나는 안전벨트 부분이 어린이의 허벅지를 

올바르게 지나도록 하십시오.

어깨 높이에서 벨트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는 등받이 

내장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추가 보호

도어 및 뒷좌석 윈도우가 우발적으로 열리지 

않도록 "차일드 락"을 사용하십시오.

뒷좌석 윈도우를 1/3 넘게 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직사광선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뒷좌석 윈도우

에 측면 블라인드를 장착하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차내에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 윈도우가 닫힌 상태로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차내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 차내에 키를 두고 갈 때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뒷좌석의 어린이용 시트

앞을 향하는 시트 또는 뒤를 향하는 시트
 

 

 

 

► 앞좌석을 앞으로 밀고 등받이를 곧게 펴서 앞을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에 앉은 어린이 발 또는 뒤를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가 앞좌석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앞을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의 등받이가 차량 뒷좌석 

등받이에 최대한 가깝게 놓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로 

닿아 있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뒷좌석 중앙 시트

지지대 다리가 장착된 어린이용 시트를 뒷좌석 중앙 시트에 

장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앞좌석의 어린이용 시트
 

 

► 등받이를 곧게 편 상태에서 프론트 승객석을 최고 높이 

및 최대한 뒤쪽 종방향 위치로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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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향하는 시트"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은 작동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뒤를 향하는 시트"
 

 

뒤를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어백이 전개될 때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경고 라벨 -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다음의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승객용 선바이저  

양쪽의 경고 라벨에도 상기되어 있습니다.

NEVER use a rearward facing child restraint 

on a seat protected by an ACTIVE AIRBAG in 

front of it, DEATH or SERIOUS INJURY to the 

CHILD can occur.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꺼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뒤를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를 프론트 승객석에 장착할 경우에는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어

백이 전개될 때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해제/재작동 컨트롤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

"뒤를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를 프론트 승객석 

시트에 설치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이 전개될 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에어백 관련 주의사항

한국 소비자원 자동차 에어백 관련 개선 방안 권고 

사항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 구매시 교부되는 사용 

설명서의 '안전(Safety) - 에어백' 부분을 숙지하셔야 

하며, 공식 서비스 센터 방문 시 에어백의 이상 유무를 

글로벌 테스트(전용 진단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캠페인 시 무상(보증수리 기간 만료 차량 포함)

으로 점검이 가능하며, 37가지 무상 점검 항목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 장치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장착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반드시 당사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테스트 : 차량의 전자 장비와 관련한 이상  

유무 확인이 가능한 테스트 (에어백 모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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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재작동

장착된 차량의 경우 스위치는 글로브 박스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끈 경우

►  에어백을 해제하려면 스위치의 키를 "OFF"(꺼짐) 

위치로 돌립니다. 

►  다시 작동하려면 키를 "ON"(켜짐) 위치로 돌립니다.

점화 스위치를 켠 경우

이 경고등이 켜지고 계속 켜진 상태로 있어 작동이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 경고등이 약 1분간 켜져 작동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장 어린이용 시트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고정되는 어린이용 시트의 

범위

그룹 0+: 생후~13kg
 

 

L1

"RÖMER Baby-Safe"

"뒤를 향하는" 위치로 장착됩니다.

그룹 2 및 3: 15~36kg
 

 

L5

"RÖMER KIDFIX 2R"

차량의 ISOFIX 고정장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안전벨트로 고정합니다.

뒷좌석 측면 시트에 장착 시에만 적절합니다.

차량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탈거해야 합니다.

그룹 2 및 3: 15~36kg
 

 

L6

"GRACO Booster"

어린이를 안전벨트로 고정합니다.

프론트 승객석 시트 또는 뒷좌석 측면 시트에  

장착 시에만 적절합니다.

"ISOFIX" 고정장치
아래 표시된 시트에는 ISOFIX 호환 고정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정장치는 시트당 3개의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식

으로 식별됩니다.

- 차량 시트 등받이와 쿠션 사이에 위치하는 2개의 고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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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은 지퍼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ISOFIX 어린이용 시트의 2개 래치가 이곳에 고정됩니다.

- 시트 뒤쪽에 위치한 1개의 링 B(탑 테더라고 하며 상단 

스트랩이 장착된 시트를 부착할 때 사용)
 

 

앞좌석

 

 

뒷좌석

이 시스템은 전방 충돌 시 어린이용 시트가 앞으로 기울어

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ISOFIX 고정장치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하게 어린이용 시트를 차량에 장착할 수 있습

니다.

어린이용 시트를 탑 테더에 고정시키려면

►  헤드레스트를 탈거하여 보관한 후 시트에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합니다(어린이용 시트를 탈거한 경우 다시 

장착).

► 헤드레스트 봉 구멍 사이의 중앙에 놓은 상태로 시트 

등받이 뒤쪽에서 어린이용 시트의 스트랩을 통과시킵니다.

►  상단 스트랩 후크를 링 B에 고정시킵니다.

►  상단 스트랩을 조입니다.

벤치 시트의 좌측에 ISOFIX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경우, 시트가 안전벨트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먼저 차량 중앙을 향해 뒷좌석 중앙 안전

벨트를 움직인 후 시트를 장착하십시오.

어린이용 시트를 차량에 잘못 장착하면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용 시트와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의 장착 지침

을 철저하게 준수하십시오.

차량에 ISOFIX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때 옵션에 

관한 내용은 요약표를 참조하십시오.

권장 ISOFIX 어린이용 시트

어린이용 시트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도 참조하여 

시트 장착 및 탈거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RÖMER Baby-Safe 및 관련 ISOFIX 베이스"

(크기 범주: E)

그룹 0+: 생후~1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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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ÖMER Baby-Safe 및 관련 ISOFIX 베이스"

(크기 범주: E)

그룹 0+: 생후~13kg

고리 A에 부착된 ISOFIX 베이스를 통해  

"뒤를 향하는" 위치로 장착됩니다.

이 베이스에는 차량 바닥에 놓이는 높이 조절 지지대 

다리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용 시트는 안전벨트를 통해서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트 외부만 사용되어 3점식 

안전벨트를 통해 차량 시트에 장착됩니다.

"RÖMER Duo Plus ISOFIX"

(크기 범주: B1)

그룹 1: 9~18kg
 

 

"RÖMER Duo Plus ISOFIX"

(크기 범주: B1)

그룹 1: 9~18kg

앞을 향하는 시트 설치 시에만 적절합니다.

상단 스트랩을 사용하여 고리 A 및  

고리 B(탑 테더)에 부착됩니다.

3가지 시트 본체 각도: 앉기, 기대기, 눕기

이 어린이용 시트는 ISOFIX 고정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시트 위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차량 시트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어린이의 발이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차량 앞좌석을 조절합니다.

i-Size 어린이용 시트
i-Size 어린이용 시트에는 2개의 고리 A에 결합되는 2개의 래치가 있습니다.

i-Size 어린이용 시트에는 다음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 고리 B에 부착되는 상단 스트랩

- 또는 승인된 i-Size 시트 위치와 호환되며 차량 바닥에 놓이는 지지대 다리

그 기능은 충돌 시 어린이용 시트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ISOFIX 고정장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범용, ISOFIX 및 i-Size 어린이용 시트 장착
유럽 규정을 기준으로, 차내 ISOFIX 고정장치가 장착된 시트 위치에 크기가 가장 큰 ISOFIX 및 i-Size 어린이용 시트는 물론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고정되는 범용 승인 (a)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옵션이 이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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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번호

앞좌석

(d)

뒷좌석

(d)
 

 

1 3 4 5 6

 

 

3 1 4 5 6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 시 "OFF"(꺼짐)  

(b)

작동 시, "ON"(켜짐)  

(c)

범용 (a) 어린이용 시트와 호환되는 위치 없음 있음 (g) (k) 있음 (g) (l) 있음 있음 (e) 있음

i-Size 어린이용 시트와 호환되는 위치 없음 있음 (j) 있음 없음 있음

탑 테더 후크가 장착된 위치 없음 있음 (j) 있음 없음 있음

"유아용 침대" 형태의 어린이용 시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뒤를 향하는" ISOFIX 어린이용 시트 없음 R3 (f) (j) 없음 (j) R3 (h) (i) 없음 R3 (h) (i)

"앞을 향하는" ISOFIX 어린이용 시트 없음 F3 (j) F3 없음 F3

어린이용 부스터 시트 없음 B3 (f) B3 없음 B3

규칙:

- i-Size와 호환되는 위치는 R1, R2 및 F2X, F2, 

B2와도 호환됩니다.

- R3와 호환되는 위치는 R1 및 R2와도 호환됩니다.

- F3와 호환되는 위치는 F2X 및 F2와도 호환됩니다.

- B3와 호환되는 위치는 B2와도 호환됩니다.

(a) 범용 어린이용 시트: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모든 차량

에 장착할 수 있는 어린이용 시트

(b) 이 시트 위치에 "뒤를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

하려면 프론트 승객석의 에어백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OFF"(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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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앞을 향하는" 어린이용 시트에 한하여 이 시트 위치에  

장착이 가능하며 프론트 승객석의 에어백은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ON"(켜짐)).

(d) 차량에 따라 이 시트에 어린이를 앉히기 전에 해당  

국가에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e) 지지대 다리가 장착된 어린이용 시트를 뒷좌석 중앙 

시트에 장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f) 차량 시트가 완전히 뒤로 움직여야 합니다.

(g) 높이 조절장치 내장 시트는 가장 높은 위치로 조절

하고 맨 뒤쪽으로 조절합니다.

(h) 운전석을 가장 높은 위치로 조절하십시오.

(i) 프론트 승객석을 중간 세로 위치로 조절하십시오.

(j) ISOFIX 고정장치가 장착된 시트

(k) 그룹 0, 0+, 1, 2 또는 3의 "뒤를 향하는" 및 "앞을 

향하는" (U) 범용 어린이용 시트의 경우

(l) 그룹 1, 2 또는 3의 "앞을 향하는" (UF) 범용 어린이용  

시트의 경우
 

 

범례

어린이용 시트 장착이 금지된 시트 위치

프론트 승객석의 에어백 해제 시  

프론트 승객석의 에어백 작동 시  

모든 크기와 체중 그룹에서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고정되며 범용 승인된 "뒤를 향하는" 및 "앞을 

향하는"(U)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때 적합한 시트 위치

그룹 1, 2 & 3에 한하여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고정

되며 범용 승인된 "앞을 향하는"(UF)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때 적합한 시트 위치

i-Size 어린이용 시트 장착에 승인된 시트 위치

지지대 다리가 장착된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때 적합하지 않은 시트 위치

"앞을 향하는" i-Size 어린이용 시트 장착 시 지정

된 시트 위치

등받이 뒤쪽에 탑 테더 고정 지점이 있어 범용 

ISOFIX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경우

등받이 뒤쪽에 탑 테더 고정 지점이 있어 "앞을 

향하는" 범용 ISOFIX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경우

"뒤를 향하는" ISOFIX 어린이용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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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 영아용 ISOFIX 어린이용 시트

- R2: ISOFIX 소형 어린이용 시트

- R3: ISOFIX 대형 어린이용 시트

"앞을 향하는" ISOFIX 어린이용 시트  

- F2X: 영유아용 ISOFIX 어린이용 시트

- F2: ISOFIX 높이 감소 어린이용 시트

- F3: ISOFIX 최대 높이 어린이용 시트

부스터 어린이용 시트:  

- B2: 폭을 줄인 부스터 시트

- B3: 최대 폭의 부스터 시트

ISOFIX 어린이용 시트 장착 시 지정된 시트 위치

ISOFIX 어린이용 시트 장착이 금지된 시트 위치

시트 조정에 관한 내용은 "범용, ISOFIX 및 i-Size 

어린이용 시트 장착" 표를 참조하십시오.

수동 차일드 락
실내 손잡이를 사용해 리어 도어 열기 작동을 방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컨트롤은 각 리어 도어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체의 라벨로 표시)

작동/해제
 

 

►  작동하려면 내장 키를 다음 방향으로 완전히 돌립니다.

• 좌측 리어 도어는 우측으로

• 우측 리어 도어는 좌측으로

►  작동을 해제 하려면 반대쪽 방향으로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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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권장사항
►  어떤 교통 상황에서도 항상 주행 규정을 준수하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휠을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악천후에서는 차분하게 운전하고 제동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하며 안전 거리를 보다 길게 유지하십시오.

►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

(예: 설정)을 실시하십시오

►  장시간 이동 시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십시오.

중요!

충분한 환기 시설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절대로 엔진을 작동 중인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내부 연소 엔진(내연 기관)이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성 

배기가스를 배출합니다. 중독 및 사망의 위험이 있습

니다!

매우 추운 겨울철(-23°C 미만의 온도)에는 차량 

기계 부품(엔진 및 변속기)의 올바른 작동 및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기 

전에 4분간 엔진을 작동시키십시오.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주행

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시스템이 과열되고 손상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연성 표면(예: 마른 풀, 낙엽)에는 절대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엔진을 작동 중인 상태로 두지 마십

시오. 차량의 배기 시스템은 엔진이 멈춘 후 몇 분이 

지나도 매우 뜨겁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들판, 수풀이 무성한 시골길 또는 풀이 나있는 

길가 등 초목(예: 키 큰 풀, 쌓인 낙엽, 농작물, 

잔해물)으로 덮인 노면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초목은 차량의 배기 시스템 또는 매우 뜨거운 

다른 시스템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직사광선의 영향에 있을 때 돋보기처럼 작용하여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실내에 두지 마십

시오. 화재의 위험 또는 실내 표면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로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십

시오.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로 차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주차 브레이크를 채운 후 자동 변속기를  

N 또는 P 위치로 변속하십시오.

절대 차내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물이 고인 도로
물이 고인 도로에서 주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

니다. 내연 기관 또는 전동 모터, 변속기 및 차량의 전기 

시스템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고인 도로를 차량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우

► 다른 사용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파동을 고려하여 

고인 물의 깊이가 15cm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스탑 & 스타트 기능을 해제합니다.

► 엔진을 멈추지 말고 가능한 한 최저 속도로 주행합니다.  

모든 경우에 10km/h(6mph)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  엔진을 멈추거나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물이 고인 도로에서 빠져나올 때, 안전 조건이 허용되는 

한 최대한 빨리 여러 번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의 물기를 없앱니다.

차량 상태가 불확실할 때는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견인 시

트레일러를 달고 주행하면 견인 차량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므로 운전자는 특히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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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견인 가능 중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고도: 1,000m 고도당 10% 단위로 최대 하중을 

줄이십시오. 고도에서 감소한 공기 밀도로 인해 엔진 

성능이 감소합니다.

신차: 1,000km(620마일) 이상 주행하기 전에는 

트레일러를 견인하지 마십시오.

외부 온도가 높으면 차량 정지 후 1~2분간 엔진을 

공회전시키십시오. 그래야 쉽게 식힐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전축 하중

►  가장 무거운 물건이 액슬과 최대한 가깝게 놓여 (차량과  

만나는 지점에서의) 전축 하중이 최대 허용 수준을 초과

하지 않고 이에 근접하도록 트레일러 안의 하중을 분산

시킵니다.

타이어

►  권장 공기압을 준수하면서 견인 차량 및 트레일러의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십시오.

조명

►  트레일러의 전기 신호 상태와 차량의 전조등 빔 높이를  

확인하십시오.

순정 견인 장치를 사용할 경우, 신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방 주차 센서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주행 시

냉각

오르막길에서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냉각수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최대 견인 가능 하중은 경사 및 외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팬의 냉각 용량은 엔진 속도에 따라 

증가하지 않습니다.

►  속도를 늦추고 엔진 속도를 낮추어 발생하는 열을 

제한합니다.

►  냉각수 온도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경고등 및 STOP(스탑) 경고등이  

켜지면 최대한 빨리 차량을 멈추고 엔진 

시동을 끕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의 과열을 제한하려면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제동 거리가 길어

집니다.

횡풍

견인 시 바람에 대한 차량의 취약성이 더 커진다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도난 방지

전자식 이모빌라이저
키에 내장된 코드가 차량에서 인식되어야 차량 시동이 

가능해집니다

메시지로 표시되는 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를 
사용하여 엔진 시동 걸기/끄기

전자식 키는 반드시 차내에 있어야 합니다.

전자식 키는 트렁크에서도 감지됩니다.

전자식 키가 감지되지 않으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전자식 키를 가져가면 엔진 시동을 걸거나 끌 수 있습

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 "키가 감지되지 않음 - 백업 

시동 또는 백업 스위치 끄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의 애니메이션 

점등이 실내에 전자식 키가 있는지 여부를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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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기
►  자동 변속기에서 P 또는 N 모드를 선택한 다음 브레

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  엔진 시동이 걸릴 때까지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디젤 엔진

영하의 온도이거나 엔진이 냉간 상태일 때는 예열기 경고등

이 꺼진 경우에만 시동이 걸립니다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누른 후 이 

경고등이 켜지면

►  페달을 끝까지 밟고 엔진이 작동할 때까지 "START/

STOP"(시작/정지) 버튼을 다시 누르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시동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스티어링 컬럼이 쉽게 잠금해제되도록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티

어링 휠을 돌려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가솔린 엔진

냉간 시동 후 촉매 장치를 예열하면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할 때 최대 2분까지 뚜렷한 엔진 

진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시동 걸기
►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고 START/STOP(시작/

정지) 버튼을 약 2초간 누릅니다.

►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작동을 나타내는 

이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신호음으로 확인) 페달을 

계속 밟습니다.

주차 모드를 종료하려면 READY(준비)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Electric(전동) 모드로 시작합니다.

특정 파라미터(배터리 충전 레벨 또는 외부 온도)에 따라 

시스템은 가솔린 엔진의 시동을 걸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드 셀렉터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전동 모드에서 출발할 경우 소음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혼을 작동시켰음에도 차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는 보행자 및 자전거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끄기
►  크루즈 컨트롤만 해제하거나 DS DRIVE ASSIST를 

해제합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차량을 고정시킵니다.

►  자동 변속기에서 P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READY(준비) 표시등이 꺼지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변속기는 P 모드에서 잠깁니다.

차량 시동을 끄지 않으면 엔진 작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엔진이 꺼지면 브레이크 및 스티어링 보조 시스템

도 꺼집니다. 차량 제어력이 상실될 위험이 있습

니다.

전자식 키를 차내에 둔 상태로 차량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시동을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 켜기
전자식 키가 실내에 있는 상태에서, 아무 페달도 밟지 

않고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누르면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점화 스위치가 꺼지고 차량을 

잠글 수 있습니다.

키가 감지되지 않음

백업 시동

백업 리더가 스티어링 컬럼에 장착되어 있어 시스템이 

인식 구역 안에서 키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전자식 키의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에도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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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리더에 대고 리모트 컨트롤을 길게 누릅니다.

►  자동 변속기에서 P 모드를 선택한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엔진 시동이 걸립니다.

백업 스위치 꺼짐
 

 

인식 구역 안에서 전자식 키가 감지되지 않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도어를 닫거나 엔진 시동을 끄려고 

하면 계기판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엔진을 끄려면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약 5초간 누릅니다.

전자식 키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비상 끄기
비상 시에는, (주행 중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엔진 시동을 

끌 수 있습니다.

►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약 5초간 누릅

니다.

전동 주차 브레이크
자동 모드에서 이 시스템은 엔진이 꺼지면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차량이 움직이면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운전자는

►  컨트롤을 짧게 당겨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컨트롤을 짧게 밀어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자동 모드가 작동합니다.

이러한 자동 작동은 특정 상황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표시등
계기판과 컨트롤에 이 표시등이 켜져 주차 브레

이크가 작동된 것을 알 수 있으며, "Parking brake 

applied"(주차 브레이크 작동) 메시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Parking brake released"(주차 브레이크 해제)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표시등이 꺼지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었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해제할 경우,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배터리가 고장난 경우에는 전동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바퀴 중 하나에 제공된 초크를 놓아 차량 시동을 잠그

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에서 내리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기판 및 컨트롤의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은 켜진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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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운전석 도어를 열 

때 신호음이 울리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절대 차내에 어린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어린이

가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된 경우: 가파른 경사로에 주차할 때, 

무거운 짐을 실은 경우에, 견인 시에

연석 쪽으로 휠을 돌리고 자동 변속기에서 P 모드를 

선택합니다.

견인 시에는 12%의 경사까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습

니다.

수동 작동

수동 해제

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컨트롤을 짧게 

밉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되지 않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수동 작동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  컨트롤을 짧게 당깁니다.

컨트롤 표시등이 깜박이며 작동을 확인합니다.

자동 작동

자동 해제

먼저 엔진이 작동 중이고 운전석 도어가 닫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동 주차 브레이크는 차가 출발할 때 자동으로 점차  

풀립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  D, M 또는 R 모드를 선택합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속페달을 밟습니다.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면 앞 도어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할 때 가속

페달을 불필요하게 밟지 마십시오. 주차 브레

이크가 해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동 작동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꺼지면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엔진이 멈추거나 스탑 & 스타트 기능에서 STOP 

(스탑) 모드로 설정되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습

니다.

자동 모드에서 컨트롤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주차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작동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

니다.

특수한 상황

엔진 작동 중 차량 시동 잠금

엔진 작동 중에 차량 시동을 끌 수 있도록 컨트롤을 짧게 

당깁니다.

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 차량 주차

매우 추운 날씨(빙판)에는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중 하나에 초크를 놓으

십시오.

점화 스위치를 끄면 P 모드가 자동으로 선택됩

니다. 휠이 차단됩니다.

프리휠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N 모드가 체결되어 있는 동안 운전석 도어를 열면 

신호음이 울리고 P 모드가 체결됩니다. 운전석 

도어를 닫으면 신호음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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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작동 해제
매우 추운 날씨 또는 견인(예: 카라반, 고장) 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의 자동 작동 모드를 해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엔진 시동을 겁니다.

►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된 경우, 컨트롤을 사용하여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킵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뗍니다.

►  컨트롤을 10초~최대 15초간 해제 방향으로 길게 

누릅니다.

►  컨트롤을 놓습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길게 밟습니다.

►  컨트롤을 2초간 작동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계기판에 이 표시등이 켜져 자동 기능이 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컨트롤과 브레이크 페달을 놓습니다.

이제부터, 컨트롤을 사용해 수동으로만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작동을 다시 작동하려면 본 절차를 다시 수행합

니다. (계기판의 표시등이 꺼지는 것으로 확인)

비상 제동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효과적인 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외적인 상황(예: 운전자가 아프거나 보조 운전 

상황)에서는 전동 주차 브레이크 컨트롤을 계속 당겨야 

제동됩니다 컨트롤을 당기고 있으면 제동이 이루어지지만 

컨트롤을 놓으면 제동이 중단됩니다

ABS와 DSC 시스템은 비상 제동 중 차량을 안정화합니다.

비상 제동 오작동이 발생하면 계기판에 "Parking brake 

fault"(주차 브레이크 결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BS 및 DSC 시스템 오작동(계기판에 

하나의 경고등 또는 두 개의 경고등 모두가 

켜져 알 수 있음)이 발생하면 차량 안정성이 더 이상 보장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운전자가 전동 

주차 브레이크 컨트롤을 연속해서 "당겼다 놓는" 작업을 

반복하여 차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DS E-TOGGLE

가솔린/디젤 엔진의 경우
푸시 셀렉터가 장착된 자동 8단 변속기입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한 컨트롤 패들을 통해 기어를 변속할 때

에는 수동 모드도 제공합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푸시 셀렉터 및 회생 제동 기능이 탑재된 자동 8단 변속기

입니다.

수동 모드 및 회생 제동 기능을 제외하고 다른 EAT8 변속기

와 작동이 동일합니다.

푸시 셀렉터
 

 

P. 자동 주차

이 버튼을 누르면 주차 모드가 됩니다.

차량 주차 시: 앞바퀴가 고정됩니다.

R. 후진

N. 중립

점화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프리휠을 허용하거나 

차량을 출발하는 경우

프리휠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D. 자동 모드에서 주행

변속기는 운전 습관, 노면 형상 및 차량 하중에 따라 

기어 변속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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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수동 모드에서 주행(가솔린/디젤)

이 버튼을 누르면 수동 모드가 됩니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을 사용하여 기어를 

변속합니다.

B. 회생 제동 기능이 작동하는 자동 모드에서 주행 

(충전식 하이브리드)

이 버튼을 눌러 회생 제동 기능을 작동합니다.

이러한 변속기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제동도 관리 

합니다.

►  N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저항이 느껴

지기 전까지 다음과 같이 밉니다.

• 앞으로 밀면 R 모드가 선택됩니다.

• 뒤로 밀면 D 모드가 선택됩니다.

누른 다음 셀렉터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초기 위치로 돌아

갑니다.

특수한 상황

N 모드를 피할 경우(D에서 R로 빠르게 변경한 후 되돌림)

►  R 모드에서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뒤로 밀면 D 모드가 

선택됩니다.

►  D 모드에서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앞으로 밀면 R 모드

가 선택됩니다.

►  N 모드로 돌아가려면 저항이 느껴지기 전까지만 누릅

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사양에 따라 다름)

M 또는 D 모드에서,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패들을 통해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 중립 기어를 선택하거나 후진 기어를 체결 

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  "+" 또는 "-" 패들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각각 

고단 변속 또는 저단 변속됩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점화 스위치를 켜면 변속기 상태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P 주차

R 후진

N 중립

D1...8 자동 전진 기어

B1...8 회생 제동 기능 작동 시 자동 전진 기어

M1...8 수동 전진 기어

전체 전동 주행 시에는 체결된 기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끈 후 몇 초 동안 계기판에 변속기의 상태가 

계속 표시됩니다.

작동
적절한 모드 변경 지시만 허용됩니다.

엔진 작동 시 모드 변경을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경우 계기판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엔진 작동 시 브레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R, D 

또는 M을 선택하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출발합니다.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절대로 동시에 밟지 마십

시오. 변속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N 모드가 체결되어 있는 동안 운전석 도어를 열면 

신호음이 울리고 P 모드가 체결됩니다. 운전석 

도어를 닫으면 신호음이 중지됩니다.

5km/h(3mph) 미만의 속도에서 운전석 도어를 

열면 P 모드가 체결되어 급제동의 위험이 있습

니다!

배터리가 고장난 경우에는 바퀴 중 하나에 툴 

키트와 함께 제공된 초크를 놓아 차량이 움직

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5
주행
06

자동 모드의 특수한 측면

변속기는 외부 온도, 노면 형상, 차량 하중 및 운전 습관을  

고려하여 최적 성능을 제공하는 기어를 선택합니다.

최대 가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속페달을 끝까지 아래로 

밟으십시오(킥다운). 변속기가 자동으로 저단변속되거나 

최대 엔진 속도가 될 때까지 선택된 기어를 유지합니다.

차량 속도 및 엔진 속도가 허용하는 한 운전자는 스티

어링 장착 컨트롤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 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의 특수한 측면

변속기는 차량 속도 및 엔진 속도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에만 1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속합니다.

회생 제동(브레이크 기능)

회생 제동 기능은 엔진 제동을 모방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필요 없이 차량을 감속합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

에서 발을 떼면 차량이 더 빨리 감속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에너지가 재생되고 일부는 구동 

배터리 충전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부분 충전은 충전 레벨 표시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차량 감속으로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  D 모드에서 B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이 작동/해제

됩니다.

계기판의 D가 B로 바뀝니다.

점화 스위치를 꺼도 기능 상태가 저장됩니다.

일부 상황(예: 배터리 완충, 극단의 온도)에서는 

회생 제동 정도가 일시적으로 제한되어 감속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교통 상황에 계속 주의하고 항상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이용한 회생 제동

에너지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에도 회수

되어 일부를 구동 배터리 충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충전 레벨 표시계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차량 시동 걸기
►  브레이크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  엔진 시동을 겁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밀어 자동 모드 D를 선택하거나 앞쪽으로 밀어 후진 

기어 R을 체결합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  점차 가속하여 전동 주차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해제

합니다.

차량이 즉시 움직입니다.

차량을 밀어 엔진 시동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량 정지
현재 변속기 모드에 관계없이 점화 스위치를 끄면 P 모드가 

즉시 자동으로 체결됩니다.

그러나 N 모드인 경우 5초(프리휠링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지연 후 P 모드가 작동합니다.

P 모드가 체결되었으며 전동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작동

하십시오.

기어 셀렉터 및 전동 주차 브레이크 컨트롤의 해당 

표시등과 계기판의 표시등이 켜져야 합니다.

변속기 오작동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100km/h(62mph)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제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변속기의 백업 모드 전환

3단 기어에서 D 모드가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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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의 패들이 작동하지 않아 M 모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후진 기어를 체결할 때 덜컥거리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덜컥거림으로 인해 변속기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셀렉터 오작동

경미한 오작동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십시오.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일부 상황에서는 셀렉터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수 있지만 

변속기 상태는 여전히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중대한 오작동

메시지와 함께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세우고 

점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노면 상태 및 형상, 차량의 하중, 운전 습관 및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 차량의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시스템

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센서는 각 쇽 업소버에 

적용되는 최적의 충격 흡수 정도를 산출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윈드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와 

연결되어 노면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은 

카메라에서 전송된 정보를 기준으로 발생 가능한 노면의 

결함을 예측합니다.

시스템 작동은 선택한 주행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사양에 

따라 다름).

주행 모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오작동
오작동 시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주행 모드
사용 가능한 주행 모드는 차량의 엔진 및 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주행 모드는 차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컨트롤을 사용

하여 선택합니다.

 

 

 

 

►  컨트롤을 누르면 계기판에 모드가 표시됩니다.

►  컨트롤을 다시 한번 누르면 모드가 변경됩니다.

선택한 모드는 즉시 작동합니다.

구동력을 최적화하는 어드밴스드 트랙션 컨트롤이 장착된 

경우 추가 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트랙션 컨트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가솔린/디젤 엔진의 경우
점화 스위치를 켤 때마다, Normal(일반) 주행 모드가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Eco(에코)

히팅 및 에어 컨디셔닝 및 차량에 따라 가속 페달, 자동 

변속기 및 기어 변속 표시계의 작동을 최적화하여 연료 

소비량을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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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편의)

불량한 노면에서 주행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또는 

장거리 주행 시 보다 안락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모드

에서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은 다기능 카메라의 추가 

정보를 활용합니다(노면 유형 및 노면 상태 조기 감지).

Normal(일반)

기본 설정을 복구합니다.

Sport(스포츠)

전동 스티어링,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가속 페달 및 

기어 변속(자동 변속기에서), 엔진의 음향 환경을 조작

하고 계기판에 차량의 역학 설정을 표시할 수 있어 보다 

역동적인 주행을 실현합니다.

Coasting(관성 주행) 모드

차량 또는 엔진에 따라, 기어 셀렉터가 D, Eco 

(에코) 및 Normal(일반) 모드에 있는 경우 가속 페달

에서 완전히 발을 떼면 프리휠링을 통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엔진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회전 

속도계가 공회전 상태, 엔진 소음 감소).

충전식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점화 스위치를 켤 때마다, Electric(전동) 모드가 기본적

으로 선택됩니다.

Electric(전동)

100% 전기 에너지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약 135km/h(84mph)입니다.

차량 시동을 걸 때 상황에 따라 Electric(전동) 모드를 

작동시키거나 유지할 수 없는 경우 "Electric mode 

currently unavailable"(전동 모드 현재 사용 불가)  

메시지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차량은 자동으로 Hybrid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됩니다.

차량 외부에서 보이는 실내 룸 미러 하단의 LED가 켜지면 

Electric(전동) 모드로 주행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실내 룸 미러 아래쪽에 있는 구멍에 종이 클립이나 

비슷한 물체의 끝부분을 삽입하면 LED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작동 조건

- 배터리 충전 레벨이 적절한 경우. 주행 후 차량을 충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lectric(전동) 모드는 배터리에 

전원이 남아 있는 한 사용 가능합니다.

- 외부 온도가 약 -5°C~45°C인 경우 

수동으로 모드 종료하기

►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  다른 모드를 선택합니다.

차량을 장시간(수개월)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충전해도 가솔린 엔진의 시동이 다시 

걸릴 수 있습니다.

온도가 충분히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 차례 

내연 기관의 시동을 거는 경우 일시적으로 

Electric(전동) 모드를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오일 내 연료 희석의 자연스러운 현상). 그러면 

"Electric mode unavailable: automatic operation 

in progress"(전동 모드 사용 불가: 자동 작동 진행 중) 

메시지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정상적인 전동 작동 상태로 되돌리려면 "고속도로" 

조건에서 약 80km(50마일) 또는 도시 조건에서 약 

200km(125마일)를 주행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계 또는 전기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차량의 수명 기간 동안 수 차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ybrid(하이브리드)

주행 조건 및 주행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엔진 유형의 

교대 또는 동시 작동을 관리하여 차량의 연료 소비량을 

최적화합니다.

Hybrid(하이브리드) 모드에서 배터리 충전 레벨이 충분

하고 가속 요건이 적절한 경우 100% 전동 모드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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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에 따라 Hybrid(하이브리드) 모드는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기능의 Normal(일반) 

모드와 결합됩니다.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port(스포츠)

보다 역동적인 주행을 실현하여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은 배터리에 에너지가 남아 있는 한 가솔린 엔진을 

보완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양에 따라 Sport(스포츠) 모드는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기능의 Sport(스포츠) 모드와 

결합됩니다.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Comfort(편의)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기능의 Hybrid(하이브리드) 

모드와 Comfort(편의) 모드가 결합됩니다.

유연한 충격 흡수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불량한 

노면에서 주행 쾌적성을 개선합니다.

DS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힐 스타트 어시스트
브레이크 페달에서 가속 페달로 발을 옮기는 동안 힐  

스타트를 수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약 2초) 차량을 멈춤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의 상황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완전히 멈춘 경우

- 특정 경사 조건이 충족된 경우

- 운전석 도어를 닫은 경우

힐 스타트 어시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엔진 작동 중에 차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 수동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 및 

전동 주차 브레이크 컨트롤의 P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차량 시동 

잠금 상태로 설정하면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중단

됩니다.

작동
 

 

오르막길을 향하는 경우, 다음의 상황에 있을 때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잠시 동안 차량이 고정됩니다.

- 자동 변속기에서 D 또는 M 모드를 선택한 경우
 

 

내리막길을 향하는 경우,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후진 기어

를 체결하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도 잠시 

동안 차량이 고정됩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가 표시

되고 이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109
주행
06

기어 변속 표시계
(엔진에 따라 다름)

가장 적절한 기어를 권장하여 연료 소비량을 줄이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작동
주행 상황 및 차량 사양에 따라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기어를 건너뛰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기어 체결 권장사항은 의무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로 구조, 교통량 및 안전이 최상의 기어를 선택

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시스템이 표시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제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자동 변속기의 M 모드에서만 작동합

니다.

화살표와 권장 기어 형태로 정보가 계기판에 표시

됩니다.

시스템은 주행 상황(예: 경사, 하중) 및 주행 방식

(예: 출력, 가속, 제동)에 따라 기어 변속 지침을 

조정합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어를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 1단 기어 체결

- 후진 기어 체결

스탑 & 스타트
스탑 & 스타트 기능은 단계 도중 차량을 멈출 때(예: 빨간  

신호등, 교통 정체) 일시적으로 엔진을 대기 상태로 설정 

합니다(STOP(스탑) 모드). 운전자가 다시 출발하려는  

즉시 자동으로 엔진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START(스타트) 

모드).

주로 도심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이 기능은 차량이 멈춰 

있을 때 소음 수준은 물론 연료 소비량 및 배기가스 배출량

도 줄여줍니다.

이 기능은 특히 제동 시 차량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제/재작동

점화 스위치를 켜면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작동합니다.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Shortcuts for driving aids(주행 보조 기능 단축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상태 변화를 확인

합니다.

엔진이 STOP(스탑) 모드일 때 기능이 해제되는 경우 즉시 

시동이 걸립니다.

관련 표시등

기능 작동  

기능 작동 해제 또는 오작동  

본넷 열기

본넷 아래에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을 해제하여 자동으로 엔진 시동이 걸려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십시오.

물이 고인 도로에서 주행

물이 고인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특히 물이 고인 도로에서의 주행 권장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작동

주요 작동 조건

- 운전석 도어를 닫아야 합니다.

- 운전석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배터리 충전 레벨이 충분해야 합니다.

- 엔진 온도가 공칭 작동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 외부의 온도가 0°C~35°C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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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대기 모드(STOP(스탑) 모드)로 설정

운전자가 멈추려고 하는 즉시 엔진은 자동으로 대기 모드

로 전환됩니다.

- 기어 셀렉터가 D 또는 M 모드이고, 차량이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

- 기어 셀렉터가 N 모드이고, 차량이 멈춘 상태

시간 카운터

시간 카운터는 주행 중 대기 모드에서 소요된 시간을  

추가합니다. 점화 스위치가 켜질 때마다 이 시간 카운터가 

0으로 재설정됩니다.

특수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엔진은 대기 상태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가파른 경사로(오르막길 또는 내리막길)에 있는 경우

- 실내의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실시

해야 하는 경우

- 성에 제거 기능이 작동 중인 경우

이 경우, 이 표시등이 몇 초간 깜박이다가 꺼집니다.

엔진 시동을 다시 건 후에는 차량이 8km/h 

(5mph)의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STOP(스탑)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 작동 시 후진 기어에서 나오거나 스티어링 

휠을 돌린 후 몇 초 동안은 STOP(스탑)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엔진 시동 다시 걸기(START(스타트) 모드)

운전자가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즉시 자동으로 엔진 시동이 

다시 걸립니다.

- 셀렉터가 D 또는 M 모드인 경우: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상태

- 셀렉터가 N 모드이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경우: 

셀렉터가 D 또는 M인 상태

- 셀렉터가 P 모드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경우:  

셀렉터가 R, N, D 또는 M인 상태

- 후진 기어 체결된 상태

특수한 상황

작동 조건이 다시 충족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엔진 

시동이 자동으로 다시 걸립니다.

- 자동 변속기가 N 모드이고 차량 속도가 1km/h(0.6mph)

를 초과할 때

이 경우, 이 표시등이 몇 초간 깜박이다가 꺼집니다.

오작동
시스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계기판에서 이 경고

등이 잠시 동안 깜박이다가 계속 켜지고 메시지도 

표시됩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차량이 STOP(스탑) 모드에서 멈춤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면 모든 계기판 경고등이 켜집니다.

►  점화 스위치를 끈 후 "START/STOP"(시작/정지) 버튼

으로 엔진 시동을 다시 겁니다.

12V 배터리

스탑 & 스타트 시스템에는 특정 기술 및 제원의 

12V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작업은 DS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부족 감지
한 개 이상의 타이어 공기압이 감소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 경보가 발생합니다.

또한 휠 속도 센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타이어 공기압 조절  

또는 휠 교체 시마다 재초기화해야 하는 참조값과 비교

합니다.

재초기화 시에는 저장된 마지막 값을 고려하기 때문에 작업  

중에 타이어 공기압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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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도 타이어 공기압 부족 감지 기능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해도 정기적으로 특히, 

장거리 주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스페어 타이어 포함)

을 점검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로 주행하는 경우, 특히 악조건

(무거운 수하물, 고속, 장거리 주행)에서는

- 노면 유지 성능이 악화됩니다.

- 제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 타이어가 조기에 마모됩니다.

-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차량에 규정된 공기압은 타이어 공기압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식별 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점검

타이어가 "냉간" 상태(1시간 동안 또는 적정 속도

에서 10km(6마일) 미만을 주행한 후 차량을 멈춘 

경우)일 때 매월 이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라벨에 표시된 공기압에 0.3bar를 

추가하십시오.

스노우 체인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거나 탈거한 후에는 이  

시스템을 재초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압 부족 경보
신호음 및 메시지(사양에 따라 다름)와 함께 이 

경고등이 계속 켜져 공기압 부족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  즉시 속도를 줄이고 과다한 스티어링 움직임과 급제동

을 피합니다.

►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세웁니다.

타이어 공기압 상실은 항상 타이어의 육안상 

변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안 확인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냉간 상태에서 네 타이어 전체

의 공기압을 점검하십시오.

►  이 점검을 즉시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속도를 줄인 

상태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  타이어가 펑크난 경우,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또는 스페어 타이어(사양에 따라 다름)를 사용합니다.

너무 느린 속도로 주행할 경우 최적의 모니터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갑자기 상실되거나 타이어가 파열되는 경우 

경보가 즉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휠의 속도 센서에 

감지된 값을 분석하는 데 몇 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속도가 40km/h(25mph) 미만이거나 스포티한 주행 

모드를 채택할 경우 경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재초기화할 때까지 계속 경보가 울립

니다.

재초기화
►  하나 이상의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거나 하나 이상의 

휠을 교체한 후 시스템을 재초기화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재초기화하기 전에 네 타이어의 공기압

이 차량 사용 상태에 올바른지,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라벨에 명시된 값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한 후 재초기화를 실시하십

시오.

재초기화 시에 공기압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시스템은 

이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Settings(설정) > Vehicle 

(차량)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스템이 

재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Safety(안전) > Tyre Pressure Setup 

(타이어 공기압 설정)을 선택합니다.

►  YES(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고 신호음이 울려 재초기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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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

오작동 시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메시지가 나타나고 신호음도 울립니다.

이 경우, 타이어 공기압 부족 모니터링 기능이 더 이상 

수행되지 않습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이러한 유형의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할 경우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작동 경고등이 켜지는데, 휠을 균일한 크기의 

휠로 교체하고 공기압을 재조정하며 재초기화를 수행

하면 사라집니다.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 
일반 권장사항

어떠한 경우에도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

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상황

에서 차량을 계속 제어하고 언제라도 차량을 다시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기후 상태, 교통 

및 도로 상태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고 다른 차량의 거리 

및 상대 속도를 평가하며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이 시스템은 물리적 법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

니다.

주행 보조 기능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양손으로 잡고 항상 도어 

및 룸미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발은 항상 페달과 밀착

시키고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조작 보조 기능

운전자는 특히 미러를 사용하여 조작 기간 전과 

도중에 차량의 주변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레이더

오물(예: 진흙, 얼음)이 쌓여 있거나 악천후 조건 

(예: 폭우, 강설)에서 또는 범퍼가 손상된 경우 관련 

기능과 함께 레이더의 작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앞 범퍼를 재도장해야 하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특정 유형의 도장은 레이더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행 보조 카메라

카메라 전방의 윈드스크린 영역이 더럽거나 뿌옇

거나 서리가 꼈거나 눈으로 덮여 있거나 손상되거나  

스티커로 가려진 경우 이 카메라와 관련된 기능의 

작동이 차단되거나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하고 추운 날씨에는 정기적으로 윈드스크린에 서린 

김을 제거하십시오.

시야가 불량한 경우(부적합한 가로등, 폭우, 심한 안개, 

강설), 눈이 부신 경우(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낮게 

떠 있는 태양, 젖은 도로의 반사광, 터널을 빠져 나올 

때, 음지/양지가 번갈아 있을 때 등)에도 감지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윈드스크린 교체 시에는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카메라를 다시 교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된 

주행 지원 기능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타 카메라

지형상 터치 스크린 또는 계기판에 표시된 카메라

의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음지가 있거나 햇빛이 밝거나 조명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미지가 어두워지며 대비가 낮아질 수 있습

니다.

장애물이 실제보다 더 멀리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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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심한 소음의 차량 및 기계(예: 대형 트럭, 공압식 

드릴)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 노면에 쌓인 눈이나 

낙엽 또는 손상된 범퍼 및 미러는 센서의 작동 및 관련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체결할 때 신호음(긴 삐소리)이 울리면 

센서가 더러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량의 전방 충돌 또는 후방 추돌로 인해 센서 설정이 

틀어질 수 있는데,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 측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센서는 너무 낮은 장애물(포장도로, 스터드 등), 너무 

얇은 장애물(나무, 기둥, 철조망 담)을 체계적으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센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특정 장애물이 전혀 감지

되지 않거나 조작 중 더 이상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재료(직물)는 음파를 흡수해 보행자가 감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지보수

범퍼와 도어 미러 및 카메라 시야 부분을 정기적

으로 청소하십시오.

고압 차량 세차 시 레이더, 센서 및 카메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물을 분사하십시오.

매트/페달 트림

시트로엥이 승인하지 않는 매트 또는 페달 트림을 

사용하면 크루즈 컨트롤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

니다.

페달이 끼일 위험을 방지하려면

- 매트를 올바르게 고정시키십시오.

- 매트 위에 다른 매트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속도 단위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 단위(km/h 또는 mph)

는 주행하는 국가에 해당되는 속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 규정에 맞도록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규정된 속도 단위로 디스플레이를 설정하십

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핸즈온 감지 기능의  
스티어링 휠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 장착)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스티어링 휠에는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방지를 위해 핸즈온 

감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덮거나 무언가를 부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항상 차량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전체 

조작을 감독해야 합니다.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에 내장된 시스템은 운전자

가 주의를 기울이는 조건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또한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기능의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손의 유무를 감지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간섭 문제를 

겪거나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티어링 휠에 보호 덮개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두꺼운 장갑(예: 스키 장갑)을 착용한 경우

스티어링 휠에서 양손이 제대로 감지되지 않을 경우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이 작동하지 않거나 수 초 

후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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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에 기계식 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 단축키
주행 보조 기능은 바로 액세스하여 신속하게 작동/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행 보조 기능은 시스템에 이미 저장되어 있습 

니다(예: 스탑 & 스타트, 액티브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페이지에 다른 주행 보조 기능을 추가하거나 페이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ADAS>Functions(기능)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

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주행 보조 기능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릅

니다. 

• 채워진 기호: 기능이 단축키에 추가됩니다.

• 비어 있는 기호: 기능이 단축키에서 삭제됩니다.

►  Shortcuts(단축키) 탭에서 수정사항을 확인합니다.

 

 

 

 

►  이 버튼을 누릅니다. 내용은 Shortcuts(단축키) 탭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도로 표지판 인식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다음을 사용하여 현지의 규정 최대 속도를 

계기판에 표시합니다.

- 카메라가 감지한 제한 속도 표지판

- 내비게이션 시스템 지도의 제한 속도 정보

- 카메라가 감지한 공유 교통 영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감지된 표지판 제안된 속도 

(계산된 속도)

공유 교통 영역 진입

예:
 

 

DS IRIS SYSTEM  

미장착 시

20km/h 또는 10mph 

(계기판 단위에 따라 

다름)

DS IRIS SYSTEM  

장착 시

차량을 주행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속도 표시

- 카메라가 감지한 일부 보완 교통 표지판

감지된 보완  

교통 표지판

보완 교통 표지판 관련 

속도 표시

우천 시 제한 속도

예:
 

 

(레인 센서가 작동하도록) 

와이퍼 컨트롤 레버가  

"간헐 와이퍼 작동" 또는 

"자동 와이퍼 작동"  

위치인 경우:

110km/h(68mph)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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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된 보완  

교통 표지판

보완 교통 표지판 관련 

속도 표시

견인 시 제한 속도
 

 

승인된 견인 장치가  

차량에 고정된 경우:

90km/h(56mph)  

(예)

특정 거리에 적용되는 

제한 속도

예:
 

 

70km/h(43mph)  

(예)

차량 총중량 또는 최대 

결합 중량이 3.5t 미만인 

차량의 제한 속도
 

 

90km/h(56mph)  

(예)

눈이 오는 경우  

제한 속도

예:
 

 

외부 온도가 3°C  

미만인 경우:

30km/h(19mph)  

(예)

("눈송이" 기호 포함)

감지된 보완  

교통 표지판

보완 교통 표지판 관련 

속도 표시

하루 중 특정 시간의  

제한 속도

예:
 

 

30km/h(19mph)  

(예)

("시계" 기호 포함)

시스템에서 정확한 제한 속도 정보를 수신하려면 

정기적으로 내비게이션 지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 단위(km/h 또는 mph)는 차량을 주행

하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 단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 변경 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계기판의  

속도 단위가 현재 차량을 주행하는 국가의 단위와 일치 

해야 합니다.

자동 표지판 판독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며 제한 

속도를 항상 올바르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에 표시되는 제한 속도보다 도로에 있는 제한 

속도 표지판이 항상 우선합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 표지판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수

하는 표지판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거운 수하물을 실은 차량에 대한 제한 속도와 

같이 특정 제한 속도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차량(경차)용 제한 속도 표지판을 지나갈 때 계기판의 

제한 속도 표시가 업데이트됩니다.

작동/해제
기본적으로, 엔진 시동을 걸 때마다 시스템이 자동 작동

합니다.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1. 감지된 제한 속도 표시

또는

2. 제한 속도 종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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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제한 속도 정보를 감지하지 못합

니다.
 

 

제한 속도 정보를 감지하면 시스템이 해당 속도를 표시

합니다.
 

 

제안된 최대 속도의 경우, 차량이 제안 속도를 5km/h 

(3mph) 넘게 초과하면(예: 95km/h(59mph)) 해당  

속도가 10초간 깜박이며 표시됩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작동 한도
시스템은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설정된 제한 속도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 대기 오염이 있을 때

- 견인할 때

-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또는 스노우 체인을 장착

하여 주행할 때

- 임시 펑크 수리 키트를 사용하여 타이어 수리를 실시할 

때

- 운전자의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

사전 설정된 기간 안에 다음 상황에서 제한 속도 표지판을  

감지하지 않으면 시스템이 제한 속도를 표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도로 표지판이 가려졌거나 규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손상되었거나 구부러진 경우

- 지도가 구식이거나 정확하지 않는 경우

속도 설정 권장사항
운전자는 OK(확인) 버튼을 사용하여 도로 표지판 인식 

시스템에 표시된 속도를 스피드 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설정 속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빗물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기후 상황에 맞게 매핑 시스템 

에서 판독/전송된 속도보다 낮은 설정 속도를 운전자에게 

제안합니다. (예: 고속도로의 경우 제안 속도는 130km/h 

(81mph)가 아닌 110km/h(68mph)가 됩니다.)

스피드 리미터, 크루즈 컨트롤 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속도 설정 어드밴스 권장사항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이 작동하는 경우, 시스템은 

다음 제한 속도 표지판을 감지하여 이를 배경에 표시하고 

이러한 새로운 속도를 설정 속도로 제안합니다.

저장된 이후:

- 설정 속도가 이전 속도보다 낮은 경우, 해당 표지판에 

가까워지면 새로운 속도에 맞게 차량이 감속합니다.

- 설정 속도가 이전 속도보다 높은 경우, 해당 표지판을 

통과할 때 새로운 속도에 맞게 차량이 속도를 높입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1. 스피드 리미터 모드 선택

2. 크루즈 컨트롤 모드 선택

3. 설정 속도 저장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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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설정 어드밴스 권장사항 미포함
 

 

속도 설정 어드밴스 권장사항 포함

4. 현재 속도 설정

5. 속도 저장 유도

6. 현재 제한 속도 표시

7. 다음 제한 속도 표시

작동 조건

- 적격한 도로: 보행자 및 자전거의 접근을 금지하는 

별도의 차도가 있는 도로

-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이 작동해야 합니다.

- 차량 속도가 0~180km/h(0~112mph)여야 합니다.

-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올바르게 잡고 있습니다.

설정 속도 저장

►  스피드 리미터 1-LIMIT 또는 크루즈 컨트롤 2를 

켭니다.

스피드 리미터 또는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

됩니다.

새로운 설정 속도가 감지되면 시스템이 해당값과 "OK?" 

(확인?)를 표시하여 새로운 설정 속도로 저장하도록 제안

합니다.

설정 속도와 도로 표지판 인식을 통해 표시된 

속도 간 차이가 5km/h(3mph) 미만인 경우 

"OK?"(확인?) 기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여러 속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3-OK를 눌러 새로운 설정 속도를 확인합니다.

이후 디스플레이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교통 표지판 인식 확장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추가 시스템은 도로 표지판을 인식하여 해당 디스플레이 

모드 선택 시 계기판에 이를 표시합니다.

- 일방 통행로: 일방 통행로를 잘못된 방향으로 진입할 

경우 표지판 기호를 포함한 경보 메시지가 계기판에 표시

됩니다(교통 방향 확인 요청).

- 기타 표지판: 이러한 표지판에 가까워지면 해당 표지판 

기호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시스템이 제안하는 표지판보다 항상 실제 도로 

표지판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표지판은 도로 표지판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작동/해제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리미터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프로그래밍한 속도(속도 

설정)를 차량이 초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스피드 리미터는 수동으로 켜집니다.

최소 속도 설정은 30km/h(19mph)입니다.

점화 스위치를 꺼도 속도 설정은 시스템 메모리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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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1. 스피드 리미터 선택

2. 이전에 저장된 속도 설정으로 스피드 리미터 시작/

일시 정지

3. 속도 증가/감소 설정

4. 이전에 저장된 속도 설정으로 스피드 리미터 작동

도로 표시판 인식 기능에서 제안된 속도 사용

도로 표지판 인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5. 스피드 리미터 모드 선택 표시

6. 스피드 리미터 켜짐(녹색)/일시 정지(회색) 표시

7. 설정 속도값

8. 도로 표지판 인식 기능에서 제안한 속도 

(차량에 따라 다름)

켜기/일시 정지
►  1-LIMIT를 눌러 스피드 리미터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능이 일시 정지됩니다(회색)

►  제한 속도 설정이 적합한 경우(시스템에 가장 최근에 

프로그래밍된 설정 속도), 2-I I> 또는 4-OK를 눌러  

스피드 리미터를 켭니다(녹색).

►  2-I I>를 다시 누르면 해당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춥

니다.

설정 속도가 차량 속도 미만으로 장시간 유지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설정 속도 조절
속도를 설정하기 위해 스피드 리미터를 켤 필요가 없습

니다.

현재 차량 속도에서 설정 속도를 변경하려면

►  +/- 1km/h(1mph) 단위로 변경: 3을 위/아래로 연속

해서 짧게 눌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  +/- 5km/h(5mph) 단위로 변경: 3을 위/아래로 길게 

눌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면 계기판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도로  

표지판 인식 기능을 통해 제안된 속도를 기준으로 제한 

속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표지판 통과 시

►  4-OK를 눌러 제안된 속도를 저장합니다. 이 속도가 

계기판에 새로운 설정 속도로 즉시 표시됩니다

- 해당 표지판 통과 후

►  4-OK를 누릅니다. "OK?"(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어 

저장 요청을 확인합니다.

►  4-OK를 다시 눌러 제안된 속도를 저장합니다. 새로운 

설정 속도값이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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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속도의 일시적인 초과
►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습니다.

스피드 리미터가 일시적으로 해제되고 표시된 설정 속도가 

깜박입니다.

►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설정 속도 미만으로 돌아갑

니다.

속도를 초과하나 운전자 조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예: 가파른 경사로의 경우) 신호음이 즉시 울립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나 급가속할 경우 스피드 

리미터는 차량이 설정 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속도를 제어해야 하는 경우 제동하십시오.

차량 속도가 설정 속도 수준으로 돌아가면 스피드 리미터 

기능이 다시 작동합니다. 설정 속도 표시가 다시 계속 

나타납니다.

끄기
►  1-LIMIT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피드 리미터 정보 

표시가 사라집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면 설정 속도 대신 대시 기호가 점멸  

표시된 후 점등됩니다(주황색).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크루즈 컨트롤 -  
특정 권장사항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최대 규정 속도 및 차량 

간 안전 거리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은 여전히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 상황에 따라 차량을 정속 

으로 주행할 수 있고 적절한 안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십시오.

크루즈 컨트롤 작동 중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설정 속도 수정 버튼 중 하나를 길게 누르면 차량의 

속도가 매우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갈 경우,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은  

차량이 설정 속도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속도를 제어해야 하는 경우 제동하십시오.

가파른 언덕길에서나 견인 시에는 설정 속도에 도달

하거나 이를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된 설정 속도 초과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 설정을 일시적으로 초과

할 수 있습니다(프로그래밍된 속도가 깜박임).

설정 속도로 되돌아가려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십

시오. (다시 설정 속도가 되면 표시된 속도의 깜박임

이 멈춥니다.)

작동 한도

다음 상황에서는 절대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도 있는 도심

- 구불구불하거나 가파른 도로

- 미끄럽거나 물이 고인 도로

- 악천후인 경우

-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경우

- 경주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 차량 시험대에서 주행하는 경우

-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 스노우 체인, 미끄럼 방지 커버나 스파이크 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

크루즈 컨트롤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 및 크루즈 컨트롤 - 특정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가속페달을 사용하지 않고 운전자가 

프로그래밍한 크루즈 값(설정 속도)으로 차량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수동으로 켜집니다.

최소 차량 속도가 40km/h(25mph)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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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변속기의 경우, D 모드에 있거나 M 모드에서 2단 

이상의 기어가 체결되어야 합니다.

스탑 & 스타트 기능 장착 엔진의 경우, 기어를 

변속한 후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계속 작동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속도 설정이 취소됩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1. 크루즈 컨트롤 선택

2. 이전에 저장된 속도 설정으로 크루즈 컨트롤 시작/

일시 정지

3. 속도 증가/감소 설정(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크루즈 컨트롤 작동 진행 중(크루즈 컨트롤 해제 시)

4. 크루즈 컨트롤 작동 진행 중

도로 표지판 인식에서 제안된 속도 사용

도로 표지판 인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5. 크루즈 컨트롤 모드 선택 표시

6. 크루즈 컨트롤 켜짐(녹색)/일시 정지(회색) 표시

7. 설정 속도값

8. 도로 표지판 인식 기능에서 제안한 속도 

(차량에 따라 다름)

켜기/일시 정지
►  버튼 1을 눌러 크루즈 컨트롤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회색).

►  3을 위쪽/아래쪽으로 누르거나 4-OK를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고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는 즉시

(녹색) 설정 속도가 저장됩니다.

►  2-I I>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됩

니다.

►  2-I I>, 3 또는 4-OK를 다시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이 

다시 작동합니다(녹색).

다음을 통해서도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 일시적

으로 중단됩니다(멈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 전자식 스태빌리티 컨트롤(ESC) 시스템 작동 시 

자동으로

- 중립으로 변속하거나 후진 기어를 체결해서

- 전동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설정 속도 변경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차량 속도에서 설정 속도를 변경하려면

►  +/- 1km/h(1mph) 단위로 변경: 3을 위/아래로  

연속해서 짧게 눌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  +/- 5km/h(5mph) 단위로 변경: 3을 위/아래로 

길게 눌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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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을 위/아래로 장시간 길게 누르면 차량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경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 차량 속도와 상당히 가깝게 

크루즈 속도를 설정하여 차량 급가속 또는 급감속

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면 계기판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도로  

표지판 인식 기능을 통해 제안된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속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표지판 통과 시

►  4-OK를 눌러 제안된 속도를 저장합니다. 이 속도가 

계기판에 새로운 설정 속도로 즉시 표시됩니다

- 해당 표지판 통과 후

►  4-OK를 누릅니다. "OK?"(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어 

저장 요청을 확인합니다.

►  4-OK를 다시 눌러 제안된 속도를 저장합니다. 새로운 

설정 속도값이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끄기
►  1을 누릅니다.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 정보 표시가 사라 

집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면 설정 속도 대신 대시 기호가 점멸 표시

된 후 점등됩니다(주황색).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이 시스템은 차선 유지 지원과 함께 스탑 앤 고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궤도를 수정합니다.

이 두 기능이 활성화되어 작동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서 주행할 때 특히 

적합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유지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물리적 한도 및 차량 성능 범위  

내에서 조향, 가속 및 제동에 작용하여 운전자를 

보조합니다. 카메라 및 레이더가 특정 도로의 인프라 

요소나 주변 차량을 올바르게 확인하거나 해석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방향 전환, 스티어링 교정 상태 부족 

및 부적절한 가속 또는 제동 관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선택/선택 해제
 

 

 

ASSIST
 

►  DS DRIVE ASSIST(DS 드라이브 어시스트) 모드가 

계기판에 표시될 때까지 이 버튼을 연속해서 누릅니다.

►  몇 초 후 DS DRIVE ASSIST(DS 드라이브 어시스트) 

모드가 선택됩니다. 계기판에 주행 보조 미니뷰가 표시

됩니다.
 

 

스티어링 휠 및 측면 차선을 나타내는 기호의 색상은  

시스템의 작동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회색)

하나 이상의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녹색)

모든 작동 조건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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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꺼짐) 모드가 계기판에 표시될 때까지 이 버튼을 

연속해서 누릅니다. 

►  몇 초 후 DS DRIVE ASSIST(DS 드라이브 어시스트)  

모드가 선택 해제됩니다. 주행 보조 미니뷰가 사라집니다.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
이 시스템은 다음의 기능을 결합하여 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궤도를 수정합니다.

- 스탑 앤 고 기능 장착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유지 지원 기능이 결합된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 속도 설정 어드밴스 권장사항

- 코너링 중 속도 조절

- 반자동 차선 변경

기본적으로 이 기능이 작동하지만 작동이 해제될 수 있습

니다.

위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사용 가능 여부는 주행하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시스템은 적격한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서만 사용

됩니다.

시스템 선택/선택 해제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unctions(기능) 탭을 선택한 다음 Drive Assist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선택/선택 해제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 상태가 저장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 및 크루즈 컨트롤 - 특정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운전자가 설정한 전방 차량(대상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값(설정 속도)으로 

차량의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차량의 가속 및 감속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스탑 앤 고 기능을 통해, 시스템은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제동을 관리하고 차량을 다시 출발시킵니다.

시스템에 의해 차량이 감속하는 경우 브레이크

등이 켜집니다.

브레이크등 고장 시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차량의 윈드스크린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를 사용하며 앞 범퍼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합

니다.

간선 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주로 주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운전자와 동일한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는 이동 차량에만 작용합니다.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더 느린 차량

을 추월하는 경우,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 설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대상 차량과의  

거리를 줄여 쉽게 추월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1. 크루즈 컨트롤만 선택/선택해제하거나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선택/선택 해제(차량에 따라 다름)

2. 이전에 저장된 속도 설정으로 크루즈 컨트롤 시작/

일시 정지

자동 정지 후 차량 재시동 여부 확인

주행 보조 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

니다.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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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도 증가/감소 설정(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

크루즈 컨트롤 작동 진행 중(크루즈 컨트롤 해제 시)

차간 거리 설정 표시 및 구성

4. 크루즈 컨트롤 작동 진행 중

도로 표시판 인식 기능에서 제안된 속도 사용

도로 표지판 인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계기판에 표시된 정보
 

 

5. 크루즈 컨트롤 작동(녹색)/일시 정지(회색)

6. 설정 속도값

7. 도로 표지판 인식 기능에서 제안된 속도

8. 차량 정지 상태 유지

9. 차간 거리 설정

10. 시스템이 감지한 차량 위치

사용

시스템 선택

►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계기판에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표시될 때까지 1-ASSIST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  몇 초 후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선택됩니다. 주행 보조  

미니뷰가 표시되고(회색) 크루즈 컨트롤의 작동 준비가 

완료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켜기

차량 속도가 0kmh~180km/h(0mph~112mph)여야 

합니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작동합니다.

- 운전석 도어를 닫은 경우

- 운전석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 자동 변속기에서 D 모드를 선택한 경우

- 주차 브레이크 해제 시

- 차량이 멈춰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경우

모든 작동 조건이 충족되면 OK?(확인?)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  4-OK를 누릅니다. 그러면 현재 속도가 설정 속도(최소  

30km/h(19mph))가 되고 크루즈 컨트롤이 즉시 작동

됩니다(녹색으로 표시).

설정 속도 변경

현재 차량 속도에서 설정 속도를 변경하려면

►  +/- 1km/h(1mph) 단위로 변경: 3을 위/아래로 

연속해서 짧게 눌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  +/- 5km/h(5mph) 단위로 변경: 3을 위/아래로 길게 

눌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3을 위/아래로 장시간 길게 누르면 차량 속도가 

빠르게 변경됩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면 계기판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도로  

표지판 인식 기능을 통해 제안된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 

속도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표지판 통과 시

►  4-OK를 눌러 제안된 속도를 저장합니다. 이 속도가 

계기판에 새로운 설정 속도로 즉시 표시됩니다

- 해당 표지판 통과 후

►  4-OK를 누릅니다. "OK?"(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어 

저장 요청을 확인합니다.

►  4-OK를 다시 눌러 제안된 속도를 저장합니다. 새로운 

설정 속도값이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일시 정지/재개

►  2-I I>를 누르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습니다. 모든 

작동 조건이 충족되면 "I I>" 기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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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통해서도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식 스태빌리티 컨트롤(ESC) 시스템 작동 시 자동

으로

- 중립으로 변속하거나 후진 기어를 체결해서

- 전동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 안전벨트를 풀어서

- 운전석 도어를 열어서

►  2-I I> 또는 4-OK를 눌러 크루즈 컨트롤을 다시 작동

시킵니다.

제동을 통해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에 교통 상황으로 인해  

차량이 멈추고 3초 이내에 차량을 다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2-I I>를 누르거나 가속페달을 밟아 움직입니다.

기어를 변속한 후에도 크루즈 컨트롤이 계속 작동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 정지한 후 운전자가 이를 

다시 작동시키고자 할 때 재작동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Activation refused, 

conditions unsuitable"(작동 거부, 조건 부적절)  

메시지가 일시적으로 표시됩니다.

도로 표시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된 설정 

속도 변경

►  4-OK를 눌러 계기판의 해당 기능에서 권장된 속도를 

승인한 다음, 다시 한번 눌러 확인합니다.

선택한 속도가 현재 차량 속도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강한 가속 또는 감속이 느껴집니다.

차간 거리 변경

► 3을 눌러 설정 거리 임계값("Distant"(원거리), "Normal 

"(일반 거리) 또는 Close"(근거리))를 표시한 다음 위/

아래로 연속해서 짧게 눌러 임계값을 선택합니다.

몇 초 후, 옵션이 승인되고 점화 스위치를 꺼도 옵션이 

저장됩니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과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설정 속도의 일시적인 초과

►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가속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스템이 중단됩니다. 현재 차량 속도가 설정 속도를 초과

할 경우 설정 속도가 깜박입니다.

시스템 선택 해제

►  계기판에 OFF(꺼짐) 모드가 표시될 때까지 1-ASSIST 

를 연속해서 누릅니다. 

►  몇 초 후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선택 해제됩니다. 주행 

보조 미니뷰가 사라집니다.

메시지 및 경보

이러한 메시지 또는 경보의 실제 표시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선택되지만 작동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회색)

크루즈 컨트롤이 선택되었고 작동 확인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작동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회색)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

으나 다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회색)/(회색)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

었고 재작동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작동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회색)/(회색)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되고 차량이 감지

되었습니다.

(녹색)/(녹색)

운전자가 짧게 가속한 후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녹색)/(회색)

(주황색)

"Take back control"(차량 다시 제어)

►  상황에 따라 제동 또는 가속합니다.

(빨간색)

"Take back control"(차량 다시 제어)

►  차량을 즉각 다시 제어합니다. 시스템이 현재의 주행 

상황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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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refused, conditions unsuitable" 

(작동 거부, 조건 부적절)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시스템이 크루즈 

컨트롤 작동을 거부합니다.

스탑 앤 고 기능

시스템이 차량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녹색)/(녹색)

멈춘 후 3초 이내에는 차량이 자동으로 천천히 다시 움직

이기 시작합니다.

멈춘 후 3초를 초과하면 운전자가 가속하거나 2-I I>를 

눌러 차량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차량이 멈춘 후에 운전자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약 5분 후에 전동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차량 시동 잠금 상태일 동안에는

-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 트렁크를 열지 마십시오.

- 승객을 내려주거나 태우지 마십시오.

- 후진 기어를 체결하지 마십시오.

차량의 시동을 다시 걸면 시스템에 감지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 또는 동물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운전자는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작동 한도
크루즈 컨트롤은 주간 및 야간, 건조한 날씨이거나 보통 

수준의 비가 내릴 때에도 작동합니다.

특정 상황은 시스템이 관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상황

- 보행자, 자전거, 동물

- 정차 상태인 차량(예: 교통 체증, 고장)
 

 

- 주행하고 있는 차선을 가로지르는 다른 차량

-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가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켜야 하는 상황
 

 

- 급한 커브길을 주행할 때

- 로터리에 접근할 때
 

 

- 폭이 좁은 차량을 따라갈 때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십시오.

운전자가 바로 차량을 다시 제어해야 하는 상황

- 전방 차량이 심하게 급감속하는 경우
 

 

- 운전자와 전방 차량 사이로 급하게 다른 차량이 끼어

드는 경우

카메라나 레이더에서 도로의 일부 차량을 잘못 

인식하거나 해석하여(예: 트럭) 거리가 잘못 분석

되면 부적절한 차량 가속이나 제동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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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상황에서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 오토바이가 있고 다른 차량이 차선을 왔다갔다

하면서 주행할 때

- 터널에 진입하거나 다리를 건널 때

다음 중 특정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카메라와 가까운 윈드스크린 부분이나 앞 범퍼에 

충격이 가해진 후

-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차량에 다음 중 특정 변경 사항을 적용한 경우,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루프 바에 긴 물체를 싣고 주행

- 견인

- 차량의 전방 끝 개조(예: 장거리 전조등 추가, 앞 

범퍼 도장)

- 레이더 차단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설정 속도 대신 대시 기호가 표시

됩니다(주황색).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이 경고등이 켜져 오작동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차선 유지 지원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차선 가장자리를 식별하고 차량을 이 차선 내에서 조향

하며 운전자가 선택한 횡방향 위치를 유지시키는 시스템

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윈드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고속도로 및 간선 도로 주행 시 적합

합니다.

작동/해제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은 DS DRIVE ASSIST(DS 드라

이브 어시스트)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스티어링 휠과 측면 차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계기판에 

표시되는 것으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호 색상은 시스템의 작동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회색)

하나 이상의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녹색)

모든 작동 조건이 충족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시스템에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잠시 동안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ASSIST 

(지원) 버튼을 다시 눌러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기판에서 

주행 지원 미니뷰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 수 있음).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 상태가 저장됩니다.

작동 조건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 ESC 시스템이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 ASR 시스템이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 어떤 트레일러도 감지되면 안 됩니다.

-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차량이 강한 횡가속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시스템이 작동하는 즉시 방향 지시등이 꺼져야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는 올바르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면 기호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주행 보조 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

니다.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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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을 살짝 조작하면 시스템이 차량을 유도하여 

차선 안에서 운전자가 선택한 위치로 유지합니다. 이 위치

가 반드시 차선 중앙일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에 개입하고 시스템이 이를 감지할 

때까지 위치를 유지하여 언제라도 차량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위치가 중앙에서 너무 벗어난 경우 다시 

중앙에 오도록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새로 설정된 위치로 조정됩니다.

시스템 일시 정지/중지

교통 상황이나 노면 상태로 인해 개입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면 즉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지

시킬 수 있도록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특정 동작을 실시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시스템도 일시 정지합니다.

운전자가 휠을 충분히 강하게 잡지 않는다고 감지

하는 경우,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울리는 일련의 

경보를 작동하다가 운전자의 반응이 전혀 없으면 해제

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장시간 잡지 않아 기능이 중지된 

경우 ASSIST(지원) 버튼을 다시 눌러 시스템을 

재작동해야 합니다.

자동 중지

시스템 작동이 중지될 경우 특정 신호음이 동반됩니다.

- ESC 시스템 작동

- 차선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함. 이 경우 능동형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기능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작동 

조건이 다시 한 번 충족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작동

합니다.

운전자의 조치에 따른 일시 정지

- 차선 경계 밖으로 주행

- 스티어링 휠을 꽉 잡거나 스티어링 휠을 역동적으로 

조작

- 브레이크 페달(재작동 시까지 크루즈 컨트롤 일시 정지) 

또는 가속 페달(페달을 밟고 있는 동안 중지) 작동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일시 정지

- ASR 시스템 해제

주행 상황 및 관련 경보
주요 주행 상황과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실제 표시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장착 컨트롤 기호 설명

ASSIST 또는 I I>
 

 

(회색)/(회색)

크루즈 컨트롤 일시 정지됨

DS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작동함

ASSIST 또는 OK
 

 

(녹색)/(녹색)

크루즈 컨트롤 켜짐

DS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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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 장착 컨트롤 기호 설명

ASSIST
 

 

(녹색)/(녹색)

DS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작동함

차선 유지 지원 기능 정상 작동(스티어링 휠의 보정이 실행됨)

I I>
 

 

(회색)/(회색)

DS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운전자에 의해 일시 정지함

ASSIST 또는 OK
 

 

(녹색)/(회색)

DS 드라이브 어시스트가 작동함

차선 유지 지원 기능의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ASSIST 또는 I I>
 

 

(회색)/(회색)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작동이 중지됨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유지 지원 기능이 중지됨

메시지 주행 상황

"Keep you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으십시오.)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거나 잘못 잡거나 어떤 힘도 주지 않은 상태로 장시간 주행

"Hold the steering wheel"(스티어링 휠을 꼭 잡으십시오.) 차선 유지 지원 기능의 실제 상실 또는 곧 상실 임박

"Take back control"(차량을 다시 제어하십시오.)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지원 기능의 동시 상실

작동 한도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올바르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차량이 부드러운 

노면의 긴 직선 차선에서 주행할 때 경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 상황에서 작동할 수 없거나 스티어링이 

잘못 보정될 수 있습니다.

- 두꺼운 장갑을 착용한 경우(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 장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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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가 불량한 경우(불충분한 도로 조명, 강설, 비, 

안개)

- 눈이 부신 경우(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낮게 떠 있는 

태양, 젖은 도로의 반사광, 터널을 빠져 나올 때, 음지/

양지가 번갈아 있을 때 등)

- 카메라 전방의 윈드스크린 영역이 더럽거나 뿌옇거나 

서리가 꼈거나 눈으로 덮여 있거나 손상되거나 스티커로 

가려진 경우

- 차선 표식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눈, 

진흙으로 인해) 표식이 여러 개(도로 작업, 도로 표면이 

분리된 곳)인 경우

- 급한 커브길을 주행하는 경우

- 구불구불한 도로인 경우

- 도로 표면을 보수하는 경우

원치 않는 작동의 위험

다음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해제해야 합니다.

- 휠을 교체하거나 휠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 견인하거나 견인 장치에 자전거 캐리어가 있는 경우, 

특히 트레일러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 악천후인 경우

-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수막, 눈, 얼음의 위험)

- 도로 공사 및 유료 구역의 경우

- 경주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 차량 시험대에서 주행하는 경우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표시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서비스 경고등이 

켜지고 이 (주황색) 기호가 나타납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코너링 중 속도 조절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 장착)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 및 크루즈 컨트롤 - 특정 권

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스탑 앤 고 기능 장착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차선 

유지 지원 기능 외에 커브길의 차선 안에서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상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속도로나 주요 

도로의 특정 커브길에서 속도를 조정합니다.

속도는 차량 속도가 커브길 각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만 조정됩니다.

커브길에서의 감속은 커브길을 편안하게 탐색하도록 

상황에 맞게 조정됩니다.

대상 차량이 있는 경우 차간 거리도 유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너무 급한 커브길(예: 산길의 급커브)

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작동 조건
- 적격한 도로: 보행자 및 자전거의 접근을 금지하는 

별도의 차도가 있는 도로

-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이 작동해야 합니다.

- 차량 속도가 70~180km/h(43~112mph)여야 합니다.

작동

차량이 설정 속도로 움직이고 커브길을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이 커브길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커브길에서 속도를 서서히 

낮춥니다.

운전자의 일시적 개입

운전자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르다고 판단되는 경우 

페달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이 

해제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

됩니다.



130
주행

06
반자동 차선 변경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 장착)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운전자의 차선 변경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윈드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와 앞쪽에 

위치한 레이더 및 범퍼에 장착된 4각 레이더를 사용합

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방지를 

위해 핸즈온 감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핸즈온 감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시스템은 주의를 기울이고 

고속도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양손

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하는 것은 여전히 운전자

의 책임입니다.

교통 상황이나 노면 상태로 인해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도록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 또는 가속 페달에 개입하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시스템도 

해제됩니다.

시스템 선택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차량이 적격 도로에서 이미 주행 중일 때 운전자가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 시스템을 작동시켜 시스템을 선택

하거나

- 운전자가 이미 DS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적격 도로에 도착하는 즉시 OK(확인) 버튼을 누르면 차량

이 시스템을 선택하도록 제안합니다.

작동/해제
 

 

► 라이트 컨트롤 레버의 저항이 느껴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차선 변경에 해당하는 쪽의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킵

니다.

운전자는 다음을 통해 언제든지 차량을 다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이 아직 차선을 횡단하지 않은 경우 방향 지시등을 

해제하여

- 스티어링 휠을 세게 잡아서

- 페달을 조작해서

방향 지시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작동 조건
- 적격한 도로: 보행자 및 자전거의 접근을 금지하는 

별도의 차도가 있는 도로

- 차선 분리선은 시스템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해야 합니다.

- 다른 차량의 위치 및 속도에 따라 시스템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2.0이 작동해야 합니다.

- 차선 위치 지원 기능이 작동합니다.

- 차량 속도가 70~180km/h(43~112mph)여야 합니다.

차선 변경 요청 승인
방향 지시등 작동 시 필요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OK?"(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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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상황을 확인한 후 2-OK를 눌러 차선 변경 조작의 

시작을 확인합니다.

"Stay alert"(방심하지 마십시오.) 메시지가 표시되어 

운전자가 여전히 주행 조작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립

니다.
 

 

이후 시스템은 차선 변경을 계속합니다.

조작이 수행되고 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차선 

위치 지원 기능이 다시 작동합니다.

방향 지시등이 저항이 느껴질 정도로 설정된 경우 운전자가 

이를 다시 당겨야 합니다.

운전자는 올바르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반자동 차선 변경이 시작되는 즉시 시스템은 약간의 

조향 작동으로 목적 차선에 위치시켜 대상 차선으로 

차량을 유도합니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중단

차선 변경 중에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휠 중 하나가 2개 차선의 분리선을 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량을 원래의 차선

으로 되돌립니다(계기판의 조작 취소 메시지와 신호음

으로 확인). 이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차선 변경이 시작된 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즉시 차량을 다시 제어하도록 유도 

하고(계기판의 메시지 표시 및 신호음으로 확인)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차선 변경 요청 거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2-OK를 누르면 신호음

과 함께 해당 차선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은 차량을 원래의 차선에 유지시킵니다. 시스템이 

해제되고 반자동 차선 변경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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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및 경보
이러한 메시지 또는 경보의 실제 표시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명
 

 

(회색)/(회색 지속)/(회색)

시스템 선택 대기 중

 

 

(회색)/(녹색 지속)/(녹색)

시스템 선택 요청

 

 

(녹색)/(녹색 지속)/(녹색)

시스템 선택됨

 

 

(녹색)/(녹색 끊김)/(녹색)

차선 변경 조작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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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설명
 

 

(녹색)/(녹색 끊김)/(녹색)

차선 변경 조작 진행 중

 

 

(녹색)/(주황색 지속)/(녹색)

차선 변경 조작 거부됨

(주황색)

"Lane change interrupted: stay in the lane" 

(차선 변경 중단됨: 차선 유지)

상황에 따라 제동 및 가속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

십시오.

(파란색)

"Lane change cancelled"(차선 변경 취소됨)

차선 유지 지원 및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계속 작동

합니다.

(빨간색)

"Take back control"(차량 다시 제어)

시스템이 현재 주행 상황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작동 한도
다음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두꺼운 장갑을 착용한 경우

- 시야가 불량한 경우(불충분한 도로 조명, 강설, 비, 안개)

- 눈이 부신 경우(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낮게 떠 있는 

태양, 젖은 도로의 반사광, 터널을 빠져 나올 때, 음지/

양지가 번갈아 있을 때 등)

- 카메라 전방의 윈드스크린 영역이 더럽거나 뿌옇거나 

서리가 꼈거나 눈으로 덮여 있거나 손상되거나 스티커로 

가려진 경우

- 차선 표식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으로 가려지거나(눈, 

진흙으로 인해) 표식이 여러 개(도로 작업, 도로 표면이 

분리된 곳)인 경우

- 급한 커브길을 주행하는 경우

- 구불구불한 도로인 경우

- 도로 표면을 보수하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작동하면 안 됩니다.

- 휠을 교체하거나 휠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 견인하거나 견인 장치에 자전거 캐리어가 있는 경우, 

특히 트레일러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 악천후인 경우

-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수막, 눈, 얼음의 위험)

- 도로 공사 및 유료 구역의 경우

- 경주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 차량 시험대에서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충분히 강하게 잡지 

않는다고 감지하는 경우,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울리는 일련의 경보를 작동하다가 운전자의 반응이 

전혀 없으면 해제합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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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위험 경보 및 지능형 
비상 제동 지원 기능을 가진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

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 앞차량, 보행자 또는 자전거(차량에 따라 다름)와의 

충돌 위험에 관해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 차량 속도를 줄여 충돌을 방지하거나 충돌의 심각도를 

낮춥니다.

카메라만 장착된 차량의 경우 최대 25km/h 

(16mph), 카메라와 레이더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최대 50km/h(31mph)의 속도가 감소됩니다.

시스템은 오토바이 및 동물도 고려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있는 키/높이 0.5m 미만의 동물이나 

사물이 반드시 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3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충돌 위험 경보

- 지능형 비상 제동 지원(iEBA)

-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자동 비상 제동)
 

 

차량의 윈드스크린 상단에는 다기능 카메라가 위치해 

있으며 차량에 따라 앞 범퍼에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습

니다.

이 시스템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

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를 보조하고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

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주행 규정에 따라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잠재적인 장애물을 감지하는 즉시 시스템은 자동 

제동이 필요한 경우 제동 회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소음이 들리고 살짝 감속되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해제/작동
기본적으로, 엔진 시동을 걸 때마다 시스템이 자동 작동

합니다.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등이 켜지고 메시지도 표시되어 시스템이 

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동 조건 및 한도
차량이 전진 주행해야 합니다.

ESC 시스템이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ASR 시스템이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커브길이 거의 없는 도로에서 안정적인 속도를 내야 합니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주행 보조 기능 구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스템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루프 바에 긴 물체를 싣고 주행하는 경우

-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로 자동 세차기를 사용하기 전

- 휠을 교체하거나 휠 근처 또는 엔진 룸 내부에서 작업

하는 경우

- 서비스 센터의 차량 시험대에 차량을 배치하기 전

- 견인 중인 차량이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

- 감지 카메라와 가까운 윈드스크린 부분에 충돌이  

발생한 후

이 시스템은 특정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작은 직경)의 사용이 감지되거나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또는 최소 2개의 브레이크등에 결함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브레이크등의 작동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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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과적하지 않아야 합니다(GVW 및 GTW 

한도와 루프 바의 적재 높이 한도 이내 유지).

경고가 표시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표시되거나 

또는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제어

하고 언제라도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충돌 후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충돌 위험 경보
이 기능은 해당 차선의 앞차량 또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경보 작동 임계값 변경

이 작동 임계값은 기능이 충돌 위험을 경고하는 감도를 

결정합니다.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사전 규정된 임계값인 "Far"(먼거리), "Medium" 

(중간 거리) 또는 "Near"(근거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선택한 임계값이 저장됩니다.

작동

시스템이 감지한 충돌 위험 정도와 운전자가 선택한 경보 

작동 임계값에 따라 여러 경보 단계가 작동해 계기판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차량 역학, 운전자 차량 및 앞차량의 속도, 환경 

조건, 차량 작동 상태(페달 조작, 스티어링 휠 등)를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순간에 경보를 작동합니다.

(주황색)

1단계: 앞차량과 매우 가깝다고 경고하는 시각 

경보만 제공합니다.

"Vehicle close"(차량 접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빨간색)

2단계: 충돌 임박을 경고하는 시각 및 청각 경보를 

제공합니다.

"Brake!"(제동!)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단계: 일부의 경우 충돌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한 

제동 형태의 진동 경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 접근하는 차량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경보 1단계가 표시되지 않고 바로 2단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중요: 고정된 사물의 경우나 "Near"(근거리) 작동 임계

값을 선택한 경우 1단계 경고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능형 비상 제동 지원(iEBA)
운전자가 제동했지만 충돌을 피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 

아니면 이 기능이 보완합니다.

이 보조 기능은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자동 비상 제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능은 운전자가 충분히 

신속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차량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경보가 울린 후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반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충돌 속도 감소 및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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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만 장착된 차량의 경우 최대 25km/h 

(16mph), 카메라와 레이더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최대 50km/h(31mph)의 속도가 감소됩니다.

작동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보행자 감지 시 차량 속도가 60km/h(37mph)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 멈춰 있는 차량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감지 시 차량 

속도가 80km/h(50mph)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이동 중인 차량 감지 시 차량 속도가 10~85km/h 

(6~53mph)(카메라만 장착된 차량)이거나 140km/h 

(87mph)(카메라 또는 레이더 장착 차량)인 경우

이 경고등은 해당 기능이 차량 브레이크에 작용

하면 바로 깜박입니다(약 10초간).

자동 비상 제동 기능이 작동하여 차량이 완전히 멈추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어야 차량이 다시 출발하지 않습

니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확실히 돌리거나 가속

페달을 확실히 밟아 언제라도 차량을 계속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작동하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이 약간 떨릴 

수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추면 자동 제동이 1~2초간 유지됩

니다.

특수한 상황

다른 차량이 있는 교차로
 

 

다음의 상황에서 차량이 회전 중이고 반대 방향에서 접근

하는 다른 차량을 감지할 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운전자의 차량이 곧 다른 차량의 경로를 횡단하는 

경우

- 해당 방향 지시등이 미리 작동하는 경우

- 차량 속도가 5~20km/h(3~12mph)인 경우

보행자가 있는 교차로
 

 

다음의 상황에서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감할 때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 보행자가 차량 앞에서 횡단하는 경우

- 차량 속도가 5~80km/h(3~50mph)인 경우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엔진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켠 후 이 경고등

이 켜지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이 경고등이 계기판에 켜지면 운전자나 

앞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

음을 나타냅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 안전 제동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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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분산 감지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은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과 "카메라에 의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졸거나 

방심하는 것을 방지해 주지 않습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 차량을 멈추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

입니다.

피곤한 느낌이 드는 경우 또는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

십시오.

작동/해제
기본적으로, 엔진 시동을 걸 때마다 이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설정이 

변경됩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70km/h(43mph)가 넘는 속도로 2시간 주행한 

후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고 감지하면 

시스템이 경보를 작동합니다.

운전자에게 휴식을 권장하는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이 

경보가 작동합니다.

운전자가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차량이 멈출 때까지 

매 시간마다 경보가 반복됩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 엔진 작동 상태에서 15분 넘게 차량이 멈춰 있는 경우

- 점화 스위치가 몇 분간 꺼져 있는 경우

-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 도어를 여는 경우

차량 속도가 70km/h(43mph) 아래로 떨어지는 

즉시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설정됩니다.

속도가 70km/h(43mph)를 초과하면 주행 시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카메라의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은 차선 표식 대비 궤도 변화를 파악하여 

운전자의 주의력, 피로 또는 주의력 산만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은 윈드스크린 상단에 위치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고속 도로(70km/h(43mph)보다 높은 속도)

에 특히 적합합니다.

1단계 경보로, 신호음과 함께 "Be vigilant!"(주의!) 메시지

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3번의 1단계 경보가 울린 후 시스템은 더욱 뚜렷한 신호음  

및 "Dangerous driving: take a break"(위험한 주행: 

휴식을 취하십시오!) 메시지와 함께 추가 경보를 작동시

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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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형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DWS)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도로 및 도로 가장자리 차선 표식을 식별하는(차량에  

따라 다름) 이 시스템은 의도치 않게 차선을 이탈하거나  

길가나 포장된 갓길을 가로지를 위험을 감지하는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차량의 궤도를 교정합니다 

(차량에 따라 다름).

이를 위해 시스템은 윈드스크린 상단의 카메라를 사용해 

지면 및 도로 측면 차선 표식을 식별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고속도로 및 간선 도로에 유용합니다.
 

작동 조건
- 차량 속도가 70~180km/h(43~112mph)여야 합니다.

- 도로에 중앙 분리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 시스템이 작동하는 즉시 방향 지시등이 꺼져야 합니다.

- ESC 시스템이 작동 상태여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의도치 않게 주행 중인 차선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을 때에만 운전자를 지원하며 

안전 거리, 차량 속도 또는 제동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상황(예: 노면의 중앙 

분리선 표식이 사라지는 경우)에서 지속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운전자는 양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작동
의도치 않게 감지된 차선 표식 중 하나 또는 차선 경계 

(예: 풀이 있는 길가)를 가로지를 위험이 있다고 파악하면  

시스템이 차량의 원래 경로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궤도를  

교정합니다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이 회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궤도가 교정되는 동안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운전자는 휠을 세게 움켜잡아 교정 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예: 비상 조작 중).

방향 지시등을 작동할 경우 교정 작용이 즉시 중단

됩니다.

방향 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과 방향 지시등을 끈 후  

몇 초 동안은 시스템이 운전자의 자의에 따라 궤도가  

변했다고 간주하므로 이 기간 동안 교정 작용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주행 상황 및 관련 경보
각기 다른 주행 상황에서 표시되는 경보 및 메시지가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실제 표시 순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능 상태 디스플레이 설명

OFF(꺼짐)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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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태 디스플레이 설명

ON(켜짐) 없음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 차량 속도가 65km/h(40mph) 미만인 경우

- 어떤 차선 표식도 인식되지 않은 경우

- ESC 작동이 시작된 경우

- "스포티한" 방식으로 차량을 주행하고 있는 경우

ON(켜짐)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대기 상태입니다. 

(예: 트레일러 감지, 차량과 함께 제공된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사용, 고장)

ON(켜짐) 없음 차선 표식을 감지합니다.

차량 속도가 65km/h(40mph)를 초과합니다.

ON(켜짐)
 

 

차선을 가로지를 위험이 존재하는 쪽의 궤도를 시스템이 교정합니다.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습니다. 

ON(켜짐)
 

 

 

 

"Hold the steering wheel" 

(스티어링 휠을 꼭 잡으십시오.) 

또는 "Stay in lane"(차선을 유지

하십시오.)(차량에 따라 다름)

궤도 교정 중에, 교정이 충분치 않고 실선을 가로지를 것으로 시스템이 판단하면 추가로 궤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스티어링 휠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궤도 교정이 완료되거나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올바르게 잡을  

때까지 메시지와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음이 울리는 시간은 여러 교정을 빠르게 연속하여 수행할 경우 증가합니다. 운전자가 대응할 때까지 

경고가 계속 지속됩니다.

작동 한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대기 모드로 자동 설정

됩니다.

- ESC가 해제되거나 작동되는 경우

- 차량 속도가 65km/h(40mph) 미만이거나 180km/h 

(112mph)를 초과하는 경우

- 트레일러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사용이 감지되는 경우 

(즉시 감지되지 않으면 시스템 해제 권장)

- 역동적인 주행 방식이 감지되고 브레이크 페달 또는 

가속페달을 밟는 경우

- 차선 표식을 넘어 주행하는 경우

- 방향 지시등이 작동하는 경우

- 커브길의 안쪽 차선을 횡단하는 경우

- 급한 커브길을 주행하는 경우

- 궤도 교정 중 운전자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감지하는 경우

- 좁은 차선이 감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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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스템 작동에 지장을 

주거나 작동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노면과 길가 또는 포장된 갓길 간 대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예: 그늘)

- 차선 표식이 마모되거나 (눈, 진흙으로 인해) 가려

지거나 표식이 여러 개(도로 작업 등)인 경우

- 앞차량과 가깝게 주행하는 경우(차선 표식이 감지

되지 않을 수 있음)

- 도로가 좁거나 구불구불한 경우

원치 않는 작동의 위험

다음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해제해야 합니다.

- 휠을 교체하거나 휠 근처에서 작업할 경우

- 견인하거나 견인 장치에 자전거 캐리어가 있는 경우, 

특히 트레일러가 연결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 불량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매우 미끄러운 노면 에서 주행

하는 경우(수막, 눈, 얼음의 위험)

- 악천후인 경우

- 경주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 차량 시험대에서 주행하는 경우

해제/작동
기본적으로, 엔진 시동을 걸 때마다 시스템이 자동 작동

합니다.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Shortcuts for driving aids(주행 보조 기능 단축키)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 표시등이 켜지는 것으로 기능이 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

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장거리 사각지대 모니터링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뒤 범퍼에 위치한 코너 레이더를 사용하여 인접 차선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의 

존재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사각지대 또는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모니터링하여 차량, 대형 

트럭 및 오토바이 등의 차량을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쪽의 도어 미러에서 경고등

이 나타납니다.

- 점등, 사각지대에 다른 차량이 감지되거나 인접 차선

에서 접근하는 경우 즉시

- 점멸, 방향 지시등이 사용되는 경우 약 1초 후

작동/해제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 때 각 미러에 경고등이 켜져 시스템이 작동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꺼도 시스템 상태가 저장됩니다.

시트로엥이 승인한 견인 장치로 견인할 때 시스템

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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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조건
- 모든 차량이 인접 차선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 중입

니다.

- 차량 추월 시 15km/h(9mph) 미만의 속도 차이를 

둡니다.

- 교통량이 정상적입니다.

- 특정 시간 동안 차량을 추월했으나 추월한 차량이 사각

지대에 여전히 있습니다.

작동 한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경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된 사물이 있는 경우(예: 주차된 차량, 안전 레일, 

가로등, 도로 표지판)

- 반대편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 뒤 범퍼가 손상되는 경우

경고가 표시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표시되거나 

또는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차선을 변경

하기 전에는 항상 미러를 확인하고 어깨 너머로 살펴 

보십시오.

뒤 범퍼를 재도장해야 하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특정 유형의 도장은 레이더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작동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가 표시되고 이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시스템은 특정 날씨 조건(예: 폭우, 우박 또는 

극단의 온도 변화)에서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젖은 도로에서 주행하거나 마른 곳에서 젖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오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예: 사각지대 각도에서 물방울 구름이 존재하면 차량

으로 해석됨)

악천후나 겨울철에는 레이더가 진흙, 얼음 또는 눈으로 

덮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어 미러의 경고 구역이나 뒤 범퍼의 감지 구역에 

접착 라벨이나 다른 물체로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올바른 시스템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 센서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범퍼의 센서를 사용하여 장애물(예: 보행자, 차량, 나무, 

장벽)을 감지하고 접근 상태에 관해 신호를 전달하는 시스템

입니다.

후방 주차 센서
►  후진 기어를 체결하면 시스템이 켜집니다(신호음으로 

확인).

후진 기어에서 나오면 시스템이 꺼집니다.

청각 보조 기능
 

 

이 시스템은 센서의 감지 구역과 스티어링 휠 방향의 차량 

경로에 위치한 장애물의 존재 여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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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따라, 표시된 예시에서는 음영 영역에 나타난  

장애물만 청각 보조 기능으로 표시됩니다.

간헐적인 신호음이 울려 접근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호음

의 빈도는 차량이 장애물에 접근할 수록 더 빨라집니다.

차량과 장애물 간 거리가 약 30cm 미만이 되면 신호음이 

지속적으로 울립니다.

스피커(우측 또는 좌측)에서 들리는 신호음은 장애물이 

위치한 쪽을 표시합니다.

신호음 조정

이 버튼을 누르면 신호음 음량 조정창이 

열립니다.

시각 보조 기능
 

 

이 기능은 차량 궤도를 고려하지 않고 위치에 따라 장애물

과 차량 간 거리를 표시하는 막대기를 화면에 표시하여 

청각 신호를 보완합니다(흰색: 더 멀리 위치, 주황색: 가까이 

위치, 빨간색: 매우 가까이 위치).

장애물이 상당히 가까이에 있으면 "위험" 기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전방 주차 센서
후방 주차 센서를 보완하여 전방에서 장애물이 감지될 때 

차량 속도가 10km/h(6mph) 미만이면 전방 주차 센서도 

작동합니다.

전진 기어 상태에서 차량이 3초 넘게 멈춰 있거나 장애물 

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거나 차량 속도가 10km/h(6mph) 

를 초과하는 경우 전방 주차 센서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스피커(전방 또는 후방)에서 들리는 신호음은 

차량에 대한 장애물의 위치를 알려줍니다(경로

에서 전방 및 후방의 차).

해제/작동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해제되면 계기판에 이 표시등이 켜집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 상태가 저장됩니다.
 

 

시트로엥 지침에 따라 트레일러 또는 자전거 

캐리어가 견인 차량에 장착된 경우, 후방 주차 

센서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때, 트레일러 외곽선이 차량 이미지 뒤쪽에 표시

됩니다.

차량 시동이 시작되면 터치 스크린이 시작된 

후에만 그래픽 및 청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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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한도
트렁크에 상당량을 적재한 경우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거리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작동
후진 기어로 변속할 때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 및 신호음(짧은 삐소리)과 

함께 이 경고등이 계기판에서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후방 카메라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체결하는 경우 

시스템은 차량 후방에 위치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터치 

스크린에 차량과 인접한 주변의 화면을 표시합니다.

 

 

 

 

화면은 측면 메뉴가 포함된 3개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상황 화면 및 차량 위에서 바라 본 인접 주변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주차 센서는 차량 위에서 바라 본 화면에 관한 정보를 

보완합니다.

다양한 상황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줌 화면

- 표준 화면

- 파노라마 화면

상황에 따라 시스템은 표시할 최상의 화면(표준 또는 자동 

줌)을 선택합니다.

조작 중 언제라도 화면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 상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작동 원리
 

 

카메라를 사용하여 저속에서 조작 시 차량의 인접 주변을 

기록합니다.

차량이 전진함에 따라 차량 위에서 바라본 인접 주변의 

이미지가 실시간으로(화면 측면에) 생성됩니다.

이를 통해 주차 시 더욱 쉽게 차량을 정렬할 수 있으며  

차량에 가까운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이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경우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추가 제트가 번호판 위쪽에 장착되어 후방 카메라를 청소

합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 후방 카메라 세척은 리어스크린 와셔를 작동하면 시작

됩니다.

설정
측면 메뉴에서 이 메뉴를 통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신호음의 음량 조절

- 밝기 조절

- 대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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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해제
카메라를 작동시키려면 후진 기어를 체결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 후진 기어에서 다른 위치로 변속할 때

- 터치 스크린 좌측 상단 모서리의 십자가를 누를 때

자동 줌 화면
 

 

후방 카메라가 차량 후방 위에서 바라 본 인접 주변의  

화면을 생성할 수 있도록 조작 중 차량 주변을 기록하기  

때문에 근처의 장애물 주변에서 차량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 중 빨간색 선(30cm 미만)에서 장애물과 가까워지면 

뒤 범퍼의 센서를 통해 자동 줌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자동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실제보다 더 멀리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미러를 사용하여 조작 중 차량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센서도 차량 주변 공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

합니다.

표준 화면
 

 

차량 후방 영역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파란색 선 1은 도어 미러를 편 상태에서의 차량 폭을 의미

합니다. 방향은 스티어링 휠 위치에 따라 변합니다.

빨간색 선 2는 뒤 범퍼에서 30cm 거리를 의미하며 2개의 

파란색 선 3과 4는 각각 1m와 2m를 의미합니다.

이 화면은 자동으로 또는 측면 메뉴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화면
 

 

파노라마 화면에서 차량,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도착을 

예측하여 주차 공간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전체 조작을 실시할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습

니다.

이 화면은 측면 메뉴에서 선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60 비전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앞쪽과 뒤쪽에 위치한 카메라를 사용

하여 터치 스크린에서 차량과 인접한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2개의 측면 메뉴가 포함된 4개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상황 화면 및 차량 위에서 바라 본 인접 주변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주차 센서는 차량 위에서 바라 본 화면에 관한 정보를 

보완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선택한 화면 각도에 따라 시스템은 사각

지대 교차로에 들어갈 때 또는 시야가 좁아진 영역에서 

조작할 때와 같이 특정 주행 조건에서 시각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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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과 앞쪽의 다양한 상황 화면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줌 화면

- 표준 화면

- 파노라마 화면

상황에 따라 시스템은 표시할 최상의 화면(표준 또는 자동 

줌)을 선택합니다.

조작 중 언제라도 화면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 상태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작동 원리

재구성 화면

카메라가 작동하고 차량 위에서 바라본 인접 주변의 화면이 

재구성되어 터치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실시간 화면
 

 

전방, 후방 및 측면 화면이 차량 위에서 바라본 화면에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구역을 선택하면 특정 화면을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진 기어 상태에서 최대 16km/h(10mph)까지 전방 

화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용 스크린 장착 시 전방 카메라에서 전송

되는 이미지가 수정됩니다.

추가 제트가 번호판 위쪽에 장착되어 후방 카메라를 청소

합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 후방 카메라 세척은 리어스크린 와셔를 작동하면 시작

됩니다.

설정
측면 메뉴에서 이 메뉴를 통해 다음의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신호음의 음량 조절

- 밝기 조절

- 대비 조절

작동/해제

자동

후방 카메라 사용 시, 엔진이 작동 중이고 차량이 멈춰 

있을 때 후진 기어를 체결하면 후방 시야가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전방 카메라 사용 시, 엔진이 작동 중이고 속도가 16km/h 

(10mph) 미만일 때 기어를 체결하면 전방 시야가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수동

►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Functions(기능) > Panoramic camera(파노

라마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 후진 시 자동으로, 후진 기어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

할 때

- 전진 시 자동으로, 차량 속도가 약 16km/h(10mph)를 

초과할 때

- 터치 스크린 좌측 상단 모서리의 십자가를 누를 때

자동 줌 화면
 

 

전방 또는 후방 카메라가 차량 위에서 바라 본 인접 주변 

의 전방 또는 후방 화면을 생성할 수 있도록 조작 중 차량 

주변을 기록하기 때문에 근처의 장애물 주변에서 차량 

조작이 가능합니다

조작 중 빨간색 선(30cm 미만)에서 장애물과 가까워지면 

앞 또는 뒤 범퍼의 센서를 통해 자동 줌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자동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작동/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실제보다 더 멀리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

니다.

미러를 사용하여 조작 중 차량 측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센서도 차량 주변 공간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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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화면
 

 

상황에 따라 차량 뒤쪽이나 앞쪽의 구역이 화면에 표시

됩니다.

파란색 선(후방)/주황색 선(전방) 1은 도어 미러를 편 

상태에서의 차량 폭을 의미합니다. 방향은 스티어링 휠 

위치에 따라 변합니다.

빨간색 선 2는 뒤 또는 앞 범퍼에서 30cm 거리를 의미

하며 2개의 파란색 선(후방)/주황색 선(앞) 3과 4는 각각 

1m와 2m를 의미합니다.

이 화면은 자동으로 또는 좌측 메뉴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화면
 

 

후방 또는 전방의 파노라마 화면을 통해 차량,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도착을 예상하여 주차 공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전체 조작을 실시할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습

니다.

이 화면은 좌측 메뉴에서 선택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측면 화면
좌측/우측 화면을 통해 차량 각 측면의 주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 포장도로, 낮은 벽, 옆에 주차된 다른 

차량).
 

 

►  차량 위에서 본 화면에서 해당 화면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구역이 노란색으로 변하고 측면 화면이 화면 중앙

에 표시됩니다.

이 화면은 전체 조작을 실시할 경우에는 권장되지 않습

니다.

후방 교통정보 경보

자세한 내용은 주행 및 조작 보조 기능 사용에 

관한 일반 권장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체결하거나 최대 

10km/h(6mph)의 속도로 후진할 경우 이 시스템은  

범퍼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하여 차량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물(예: 보행자, 자전거, 차량, 트럭, 오토바이)의 접근

을 경고합니다.

시스템은 최대 40m의 거리에서 3km/h~10km/h(2mph 

~6mph)의 속도로 움직이는 장애물을 감지합니다.

시스템은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또는 360 비전 기능 외에 

추가로 작동합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또는 360 비전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운전자는 조작 전과 조작 중에 주변 상황을 모니

터링해야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보이지 않을 

경우 후진 기어에서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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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장애물의 접근이 감지되면 터치 스크린, 주차 센서 화면  

또는 후방 카메라 또는 360 비전 기능(차량에 따라 다름)

의 다양한 상황 화면에 1 또는 2 표시가 깜박입니다.

이 표시는 차량 후진 시 신호음으로 보완됩니다.

우측/좌측 후방이나 차량 측면의 사각

지대에 장애물이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능이나 터치 스크린에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운전자가 터치 스크린에서 이러한 기능의 화면을 비활성화

하는 경우, 차량 후진 시 장애물 접근 감지는 신호음으로 

계속 표시됩니다.

작동/해제
ADAS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를 끄면 시스템 상태가 저장됩니다.

작동 한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 견인 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할 경우

- 극한의 온도 변화 시

- 뒤 범퍼가 손상되는 경우

- 외부 요소(예: 진흙, 얼음, 눈)가 쌓이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 스티커 부착 시

경고가 표시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표시되거나 

또는 올바르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으로, 운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언제라도 반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뒤 범퍼를 재도장해야 하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특정 유형의 도장은 레이더 작동

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작동
후진 기어 체결 시, 후진 도중 또는 운전자가  

시스템을 작동하고자 할 때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 메시지가 표시되고 신호음이 울리며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시스템 점검을 받으십시오.



 

DS

 

TOTAL과 DS AUTOMOBILES는 

45년 넘게 우수성, 창조성 및 

기술 혁신성이라는 공통적인 

가치를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TOTAL은 

DS 차량의 엔진에 맞춰진  

다양한 TOTAL QUARTZ 

윤활유를 개발하여 연료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더욱 더 

향상시켰습니다.

차량 정비 시에 TOTAL QUARTZ 

윤활유를 사용하십시오. 최적 

수준의 엔진 내구성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급 차량을 위한 
맞춤형 윤활유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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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호환성
 

 

EN228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최대 에탄올 함량이 각각 

5%와 10%인 가솔린 연료
 

 

각각 EN590, EN16734 및 EN16709 표준에 부합하고 

최대 지방산메틸에스테르 함량이 각각 7%, 10%, 20% 

및 30%인 디젤 연료. 가끔이라도 B20 또는 B30 연료를  

사용하려면 "가혹 조건"이라는 특수 정비 조건이 적용

됩니다.
 

 

EN15940 표준에 부합하는 파라핀 디젤 연료

다른 유형의 (바이오) 연료(식물성 또는 동물성 

오일, 순수 또는 희석 연료, 가정용 연료 등)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엔진 및 

연료 시스템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B715001(가솔린) 또는 B715000(디젤) 표준을 

충족하는 연료 첨가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온에서의 디젤
0°C(+32°F) 미만의 온도에서는 하절기용 디젤 연료에서 

형성되는 파라핀으로 인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조건에서는 동절기용 디젤 연료를  

사용하고 연료 탱크 용량을 50% 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5°C(+5°F) 미만의 온도에서는 시동 문제를 방지하도록 

비바람을 막아주는 장소(따뜻한 차고)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해외에서 주행
특정 연료는 차량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올바른 엔진 작동을 위해 특정 연료 

(특정 옥탄가, 특정 상표명 등)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연료 보충
연료 탱크 용량: 약 52L(가솔린 또는 디젤) 또는  

40L(충전식 하이브리드)

예비량: 약 6L

낮은 연료 레벨
낮은 연료 레벨에 도달하면 화면 메시지 및 신호음

과 함께 계기판에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경고등이 

처음 켜질 때 남은 연료량은 약 6L입니다.

충분한 연료를 보충할 때까지, 점화 스위치를 켤 때마다 

메시지 및 신호음과 함께 이 경고등이 나타납니다. 주행 시 

연료 레벨이 0으로 떨어지면 더 많은 빈도로 반복해서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신호음이 울립니다.

즉시 연료를 보충하여 연료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료 고갈(디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경고등 옆의 작은 화살표는 차량의 어느 측면에 

연료 주입구가 위치해 있는지 표시합니다.

스탑 & 스타트

엔진이 STOP(스탑) 모드일 때에는 절대 연료를 

보충하지 마십시오. 점화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연료 보충
연료 게이지가 감지할 수 있도록 10L 이상의 연료량를 

추가해야 합니다.

주입구 뚜껑을 열면 공기 유입으로 인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공은 연료 시스템이 밀폐되어 있어 

발생하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연료를 전적으로 안전하게 보충하려면

►  반드시 엔진 시동을 꺼야 합니다.
 

 

►  주입구 뚜껑을 열려면 뚜껑 개방 버튼을 누르거나 

주입구 뚜껑의 뒤쪽 가장자리를 누릅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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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버튼을 누른 후 주입구 뚜껑이 열리기까지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뚜껑이 걸린 경우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  차량의 엔진에 맞는 올바른 연료 유형을 공급하는 

펌프를 선택합니다(주입구 뚜껑 안쪽의 안내 라벨 참조).
 

 

►  주입구 캡을 왼쪽으로 돌려 분리한 다음 주입구 뚜껑의 

지지대에 올려놓습니다.

►  주유기 노즐을 넣고 최대한 밀어 넣은 후 연료를 보충

하기 시작합니다(튈 위험 최소화).

►  주유합니다.

노즐이 3번 차단된 후에는 주유를 지속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입구 캡을 제자리에 다시 끼우고 오른쪽으로 돌립

니다(차량에 따라 다름).

►  주입구 뚜껑을 밀어 닫습니다.

차량에는 배기가스의 유해한 배출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촉매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의 경우 반드시 무연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입구 넥이 좁기 때문에 무연 가솔린 노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잘못된 유형의 연료를 보충한 경우 연료 

탱크를 비우고 나서 사용 가능한 연료를 보충한 

후에 엔진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혼유 방지(디젤)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디젤 탱크에 가솔린을 보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기계식 

장치입니다.

혼유 방지 장치는 주입구 넥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입구 

캡을 빼내면 보입니다.

작동
 

 

디젤 차량의 연료 주입구 넥에 가솔린용 주유기 노즐을 

넣으면 뚜껑과 접촉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 연료 보충이 차단됩니다.

가솔린용 주유기 노즐의 사용을 중단하고, 디젤용 주유기 

노즐을 넣으십시오.

혼유 방지 장치는 연료 유형에 관계없이 연료통을 

사용해서도 주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주행

국가마다 디젤 연료 펌프 노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혼유 방지 장치가 장착된 경우 연료 보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전에, 차량이 방문 국가의 판매 사양에 적합 

한지 DS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 시스템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전기 회로는 주황색 케이블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성 부품에는 이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

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240V~400V의 

전압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점화 스위치를 

켤 때와 점화 스위치를 끈 후 뜨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충전 플랩 안쪽 라벨에 표시된 경고 메시지를 

준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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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경우

차량 전기 시스템(구동 배터리, 커넥터, 주황색 

케이블 및 기타 내외부에서 보이는 구성부품 등)에 

대한 모든 작업 또는 수정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심각한 

화상을 입거나 치명적 감전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로 단락/감전)!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 라벨은 소방관 및 차량 작업을 실시하는 정비 

기술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이외의 사람이 이 라벨에 표시된 장치를 만지는 것은 

금지됩니다.

차량의 차체 하부 관련 사고 또는 충돌 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기 회로 또는 구동 배터리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세우고 점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화재에 노출된 경우

즉시 모든 승객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대피시

키십시오. 직접 불을 끄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긴급 구조대에 연락하여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리십시오.

세차 시

세차 전에는 항상 충전 플랩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배터리가 충전되는 동안에는 절대 세차하지 마십시오.

고압 세차

전기 부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 

세차로 엔진룸이나 차체 하부를 세척하는 것은 명백

하게 금지됩니다

차체 하부 세척 시 압력은 80bar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이나 먼지가 커넥터나 충전 노즐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

니다!

젖은 손으로 충전 노즐 또는 케이블을 연결/분리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구동 배터리
리튬-이온 구동 배터리는 차량 추진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

를 저장합니다.

이 배터리는 트렁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동 배터리의 주행 가능 거리는 주행 유형, 경로, 온도 

쾌적성 장비 및 부품 노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동 배터리의 노후 정도는 기후 조건, 이동 거리 

등의 몇 가지 요인에 좌우됩니다.

구동 배터리 손상 시

차량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구동 배터리에서 배출되는 액체를 만지지 마십시오. 

피부와 이러한 제품 간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물로 

충분히 씻은 다음 최대한 빨리 진찰을 받으십시오.

충전 플랩
충전 플랩은 차량의 좌측 후방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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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 예약 작동 버튼

2. 충전 커넥터에 노즐이 잠겨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

빨간색 점등: 노즐이 올바르게 위치해 있고 잠겨 있음

빨간색 점멸: 노즐 위치가 올바르지 않거나 잠글 수 

없음

3. 충전 커넥터

4. 라이트 가이드

 

 

라이트 가이드

의 상태

의미

흰색 켜짐 마개 개봉 시 표시등

파란색 켜짐 충전 예약

녹색 깜박임 충전

녹색 켜짐 충전 완료

빨간색 켜짐 오작동

충전 플랩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경미한 충돌이

라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 커넥터를 해제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충전 케이블, 소켓 및 충전기
몇 가지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구동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제공된 충전 케이블은 판매 국가의 전기 설비에 

적합합니다. 해외 여행 시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여 충전 

케이블이 현지의 전기 설비와 호환되는지 점검하십시오.

적합한 충전 케이블을 확보하려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충전 소켓/커넥터의 식별 라벨

식별 라벨은 차량, 충전 케이블 및 충전기에 부착되어, 

사용해야 하는 장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식별 라벨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 라벨 위치 구성 전력 유형/전압 범위
 

C
 

충전 커넥터(차량 측면) TYPE 2 AC

< 480 V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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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라벨 위치 구성 전력 유형/전압 범위

 

C
 

충전 소켓(충전기 측면) TYPE 2 AC

< 480 Vrms

충전 유형

케이블 유형 호환성 제원

컨트롤 유닛이 내장된 모드 2 충전 케이블
 

 

충전 커넥터(차량 측면)의 식별 라벨 C

기존의 전기 소켓 A(국가에 따라 다름)
 

 

충전은 최대 8A로 제한됨

"Green’Up"형 소켓 B
 

 

충전은 최대 16A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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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유형 호환성 제원

모드 3 충전 케이블
 

 

충전 커넥터(차량 측면)의 식별 라벨 C 및  

소켓(충전기 측면)의 D

가속 충전 장치 소켓 A
 

 

충전은 최대 32A로 제한됨

Wallbox 가속 충전 장치 B
 

 

차량이 연결된 경우 예상 충전 시간이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충전 시간은 외부 온도 또는 전기 

공급 품질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

니다.

외부 온도가 -10°C 미만인 경우, 충전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동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용 충전 케이블(모드 2)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손상된 경우 케이블을 사용하지 말고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교체하십시오.

가속 충전 장치(모드 3)

가속 충전 장치를 해제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확인하려면 가속 충전 장치의 사용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컨트롤 유닛(모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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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전원)

녹색: 전기가 연결됨. 충전 시작 가능 

CHARGE(충전)

녹색 깜박임: 충전이 진행 중이거나 온도 사전 

조절 기능이 작동됨

녹색 켜짐: 충전 완료

FAULT(결함)

빨간색: 결함. 충전이 허용되지 않거나 충전을 

즉각 중단해야 함. 모든 장비가 제대로 연결되었고 전기 

시스템에 결함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표시등이 꺼지지 않으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가정용 소켓에 충전 케이블의 플러그를 삽입하면 표시등 

전체가 잠시 켜집니다.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가정용 소켓의 회로 차단기를 

점검하십시오.

- 회로 차단기가 트립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해당 

전기 시스템이 적합한 사양인지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를 

실시합니다.

- 회로 차단기가 트립되지 않은 경우, 충전 케이블 사용을 

중단하고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합니다.

컨트롤 유닛 라벨 - 권장사항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본 충전 케이블을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 재산 피해  

및 감전에 의한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30mA 잔류 전류 장치로 보호되는 제대로 

접지된 전원 소켓을 사용하십시오.

3. 반드시 전기 회로 전류 정격에 맞는 회로 차단기로 

보호된 전기 소켓을 사용하십시오.

4. 컨트롤 유닛의 중량이 전기 소켓, 플러그 및 케이블에 

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이 충전 케이블이 불량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경우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6. 이 충전 케이블을 수리하거나 개방하지 마십시오. 

수리 불가능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상된 

경우 충전 케이블을 교체하십시오.

7. 이 충전 케이블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8. 연장 케이블, 멀티 플러그 소켓, 변환 어댑터 또는 

손상된 전기 소켓과 이 충전 케이블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9. 충전을 중단하려고 할 때 벽에서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10. 충전 케이블 또는 벽면 소켓을 만졌을 때 타는 듯이 

뜨거운 경우에는 리모트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차량

을 잠근 후 잠금해제하여 충전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11. 이 충전 케이블에는 전기 아크나 불꽃을 일으키기 

쉬운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연성 증기에 노출

하지 마십시오.

12. 이 충전 케이블은 DS AUTOMOBILES 차량에만 

사용하십시오.

13. 젖은 손으로 벽면 소켓에 케이블 플러그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또는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14. 차량에 고정된 경우 커넥터에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컨트롤 유닛 라벨 - 표시등 상태

표시등 상태

꺼짐
 

 

켜짐
 

   

점멸
 

   

POWER(전원) CHARGE(충전) FAULT(결함) 기호 설명
 

 

 

 

 

 

 

 

전원 장치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인프라를 통한 전원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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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전원) CHARGE(충전) FAULT(결함) 기호 설명

 

 

(녹색)

 

 

(녹색)

 

 

(빨간색)

 

 

컨트롤 유닛이 현재 자체 테스트 수행 중

 

 

(녹색)

 

 

 

 

 

 

인프라에만 연결되었거나 인프라와 전기차(EV)에 연결되어 

있으나 충전이 진행되지 않음

 

 

(녹색)

 

 

(녹색)

 

 

 

 

전원 장치 및 전기차(EV)에 연결됨

EV가 충전 중이거나 온도 사전 조절 시퀀스 단계

 

 

(녹색)

 

 

(녹색)

 

 

 

 

전원 장치 및 전기차(EV)에 연결됨

EV가 충전 대기 중이거나 EV 충전이 완료됨

 

 

 

 

 

 

(빨간색)

 

 

컨트롤 유닛 오작동. 충전 불가

수동 재설정 후에도 오류 표시등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 

다음 번 충전 전에 DS 서비스 센터에서 컨트롤 유닛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녹색)

 

 

(녹색)

 

 

(빨간색)

 

 

컨트롤 유닛이 진단 모드

수동 재설정 절차

컨트롤 유닛은 충전 커넥터와 벽면 소켓을 동시에 분리하여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벽면 소켓을 먼저 다시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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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 배터리 충전 
(충전식 하이브리드)
완전 충전하려면 충전 절차가 자동으로 멈출 때까지 중단

하지 말고 수행하십시오. 즉시 충전을 실시하거나(기본 

설정) 대기한 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또는 MyDS App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 예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연결된 경우 계기판에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구동 배터리 충전 상태(%)

- 잔여 주행 가능 거리(km 또는 mile)

- 예상 충전 시간(계산에 몇 초가 소요될 수 있음)

- 충전 속도(시간 당 확인된 km 또는 mile)

계기판이 대기 모드로 전환된 후 이 정보는 차량을 잠금 

해제하거나 도어를 열면 다시 표시될 수 있습니다.

MyDS Ap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충전 과정

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트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Lounge(라운지) 모드

차량이 연결된 경우 점화 스위치를 켜면 오디오 

및 텔레매틱 시스템 및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과 같은 

특정 기능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개월~12개월간 시동이 잠긴 차량

계기판 충전 레벨 표시계의 2개 또는 3개 바까지 

구동 배터리를 방전시킵니다.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항상 -10°C~30°C 온도의 장소에 주차하십시오.

(극한의 온도인 장소에 주차하면 구동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분리 절차에 관한 내용은 액세서리 배터리 

(충전식 하이브리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주의사항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은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CNIRP - 1998 지침)가 수립한 최대 전자기장 

한도 권장사항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심박 조율기 또는 이에 준하는 장치를 착용한 사람

은 의사의 진찰을 통해 적용 가능한 예방법을 

문의하거나 이식한 전자 의료 기기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ICNIRP 지침에 부합하는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보장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충전 도중에는 단시간일지라도 차량 

내부, 차량과 인접한 곳 또는 충전 케이블이나 충전 장치와 

인접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충전 전

상황에 따라,

►  사용할 전기 시스템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차량과 

호환되는지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십시오.

►  전문 전기 기술자가 차량과 호환되는 가정용 전용 

전원 소켓 또는 가속 충전 장치(Wallbox)를 설치하

도록 하십시오.

차량에 제공된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충전 중

안전상의 이유로, 충전 케이블의 플러그가 차량 

커넥터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 엔진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계기판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충전이 진행 중인 경우 차량을 잠금해제하면 충전이 

중단됩니다.

열려 있는 부분(도어나 트렁크) 또는 충전 노즐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차량은 30초 후 다시 잠기고 

충전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본넷 아래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 일부 구역은 충전 종료 후 1시간이 경과되어도 매우 

뜨겁습니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팬이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절단 또는 목이 

졸릴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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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후

충전 플랩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케이블을 가정용 전원 소켓에 연결한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물과 접촉하거나 물에 잠길 경우 회로 단락 

또는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 절차

연결

►  충전 전 기어 셀렉터가 P 모드이고 점화 스위치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충전이 불가능

합니다.

►  충전 플랩 뒤쪽을 눌러 개방하고 차량의 충전 커넥터에 

이물질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플랩의 라이트 가이드가 흰색으로 켜집니다.

가정용 충전(모드 2)
 

 

 

 

► 우선 컨트롤 유닛에서 가정용 소켓까지 충전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컨트롤 유닛의 모든 표시등이 켜진 후 

POWER(전원) 표시등만 계속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  보호 커버를 충전 노즐에서 분리합니다.

►  차량 충전 커넥터에 노즐을 삽입합니다.

플랩의 녹색 라이트 가이드가 깜박이고 컨트롤 유닛의 

CHARGE(충전)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이는 것으로 

충전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연결 

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하면서 절차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충전 플랩 안에 있는 노즐 잠금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점등

되어 노즐이 잠겼음을 나타냅니다.

가속 충전(모드 3)
 

 

►  가속 충전 장치(Wallbox)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  보호 커버를 충전 노즐에서 분리합니다.

►  차량 충전 커넥터에 노즐을 삽입합니다.

플랩의 녹색 라이트 가이드가 깜박이는 것으로 충전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연결 

상태가 올바른지 확인하면서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충전 플랩 안에 있는 노즐 잠금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점등

되어 노즐이 잠겼음을 나타냅니다.

분리
 

 

충전 커넥터에서 노즐을 분리하기 전에,

►  차량이 잠긴 경우, 잠금해제합니다.

►  차량이 잠금해제된 경우, 차량을 잠근 후 잠금해제

합니다.

도어의 선택적 잠금해제가 작동하면 리모트  

컨트롤의 잠금해제 버튼을 두 번 눌러 노즐을 

분리하십시오.

충전 플랩 안에 있는 빨간색 표시등이 꺼지면 노즐이 잠금

해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30초 이내에 충전 노즐을 분리합니다.

가정용 충전(모드 2)

컨트롤 유닛의 녹색 CHARGE(충전) 표시등이 켜지고 

플랩의 녹색 라이트 가이드가 켜지면 충전이 종료된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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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후에는 노즐의 보호 커버를 교체한 후 충전 플랩

을 닫습니다.

►  가정용 소켓에서 컨트롤 유닛의 충전 케이블을 분리

합니다.

가속 충전(모드 3)

가속 충전 유닛(Wallbox) 및 플랩의 녹색 라이트 가이드가 

켜지는 것으로 충전이 종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분리 후에는 충전 장치에 걸려 있는 노즐을 교체한 후 

충전 플랩을 닫습니다.

충전 예약

설정

►  Energy(에너지) 터치 스크린 애플리케이션

에서 Charging(충전) 탭을 선택합니다.

►  충전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  OK(확인)를 누릅니다.

설정이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스마트폰의 MyDS App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서도 충전 대기 기능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기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작동

►  차량을 원하는 충전 장비에 연결합니다.

►  1분 이내에 플랩의 이 버튼을 눌러 충전 예약을 

작동시킵니다(파란색으로 점등된 라이트 가이드로 

확인).

견인 장치
하중 분산

►  가장 무거운 물건이 액슬과 최대한 가깝게 놓여 전축 

하중이 최대 허용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이에 근접하도록 

트레일러 안의 하중을 분산시킵니다.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 밀도가 감소해 엔진 성능이 감소

합니다. 견인 가능 최대 하중은 고도 1,000m가 추가될 

때마다 10%씩 감소해야 합니다.

시트로엥이 승인한 순정품 견인 장치 및 배선  

하니스를 사용하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서 장착

하는 것이 좋습니다.

DS 서비스 센터에서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시트로엥 지침에 따라 장착해야 합니다.

중요: 차량에 전동 테일게이트 및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 DS 서비스 센터 이외의 다른 곳

에서 견인 장치를 장착한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방문

하여 감지 시스템을 다시 교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액세스 기능에 

오작동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승인된 견인 장치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일부 주행 또는 

조작 보조 기능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트레일러에 견인 장치가 장착된 경우의 주행 및 트레

일러 스태빌리티 어시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차량의 등록 증명서, 제조사 라벨과 이 사용설명서

의 기술 데이터 섹션에 표시되어 있는 최대 승인 

견인 가능 하중을 준수하십시오.

견인 장치에 부착된 액세서리 사용 시 

(예: 자전거 캐리어, 견인 박스)

- 최대 승인 전축 하중을 준수하십시오.

- 일반 자전거 4대 또는 전기 자전거 2대 이상을 싣지 

마십시오.

견인볼에 장착된 자전거 캐리어에 자전거를 싣는  

경우, 가장 무거운 자전거를 차량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 

해야 합니다.

차량을 주행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핸즈프리 기능(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액세스) 내장 

전동 테일게이트가 장착된 차량

견인 장치를 사용할 때 원치 않게 전동 테일게이트가 

열리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실시하십시오.

- 차량 구성 애플리케이션에서 핸즈프리 기능을 미리 

해제합니다.

- 또는 테일게이트가 닫힌 상태에서 인식 구역에서 

전자식 키를 치웁니다.



160
실용적인 정보

07
분리 가능한 견인볼이 장착된 
견인 장치

소개
아래의 순정품 견인 장치를 장착하거나 분리할 경우에는 

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캐리어

2. 보호 플러그

3. 연결 소켓

4. 안전 고리

5. 분리 가능한 견인볼

6. 잠금/잠금해제 휠

7. 보안 키 잠금

8. 키 참고사항 기록용 라벨

 

 

A. 잠금 위치(녹색 표시가 흰색 표시와 서로 마주보고 

있음). 휠이 견인볼과 접촉합니다(간격 없음).

B. 잠금해제 위치(빨간색 표시와 흰색 표시가 서로 마주

보고 있음). 휠이 견인볼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습니다

(약 5mm 간격).

견인 장치를 사용하여 주행할 때 가능한 최대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면서 견인볼이 제대로 장착

되었는지 검증하십시오.

- 휠의 녹색 표시가 견인볼의 흰색 표시와 일치

- 휠이 견인볼과 접촉(위치 A)

- 보안 키 잠금이 닫혀 있고 키가 분리됨. 휠은 더 이상 

작동이 불가능해야 함

- 캐리어에서 견인볼을 움직일 수 없어야 함. 손으로 

흔들어 테스트

견인볼이 잠기지 않으면 트레일러가 분리되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중

트레일러 또는 수하물 캐리어가 견인볼에 장착된 

상태에서 잠금 시스템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차량의 최대 승인 중량(최대 결합 중량, GTW)을 초과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견인 장치의 최대 승인 하중을 준수하십시오.  

이를 초과하면 장치가 차량에서 분리되어 사고가 발생

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행 전 전조등 높이 조절 상태를 확인하고 트레일러의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전조등 높이 조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후

트레일러 또는 수하물 캐리어를 장착하지 않고 

주행할 경우, 번호판과 라이트가 잘 보이도록 견인볼

을 분리하고 보호 플러그를 캐리어에 삽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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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볼 장착
 

 

►  리어 범퍼 아래에 있는 보호 플러그 2를 캐리어 1에서 

분리합니다.

►  견인볼 5의 끝을 캐리어 1에 삽입한 후 밀어 올립니다. 

해당 위치에서 자동으로 잠깁니다.
 

 

► 휠 6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4바퀴 돌아갑니다. 손을 

가까이 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장치가 해당 위치에 올바르게 잠겨있고 휠의 녹색  

표시가 견인볼의 흰색 표시(위치 A)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키를 사용하여 잠금장치 7을 닫습니다.

►  키를 분리합니다. 잠금장치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키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  캡을 내려 잠금장치를 보호합니다.
 

 

►  보호 커버를 견인볼에서 탈거합니다.

►  트레일러를 견인볼에 부착합니다.

►  트레일러의 케이블을 캐리어의 안전 고리 4에 부착

합니다.

►  트레일러 플러그를 삽입하고 1/4바퀴 돌려 캐리어의 

연결 소켓 3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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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볼 탈거
 

 

►  트레일러 플러그를 잡고 1/4바퀴 돌린 후 당겨 캐리어

의 연결 소켓 3에서 탈거합니다.

►  캐리어의 안전 고리 4에서 트레일러의 안전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견인볼에서 트레일러를 떼어냅니다.

►  견인볼의 보호 커버를 교체합니다.
 

 

►  캡을 올려 잠금장치에 접근합니다.

►  키를 잠금장치 7에 삽입합니다.

►  키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엽니다.

► 견인볼 5를 한 손으로 단단히 잡고 다른 손으로 휠 6을 

당겨 멈출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휠에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  견인볼을 캐리어 1의 베이스에서 빼냅니다.

►  휠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잠금해제 위치에 자동으로 

잠기고 휠의 빨간색 표시가 견인볼의 흰색 표시(위치 B)와 

정렬됩니다.
 

 

►  캐리어 1에 끼운 보호 플러그 2를 교체합니다.

►  견인볼을 백에 보관하여 충격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

합니다.

유지보수
견인볼 및 캐리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만 올바른 작동이 

가능합니다.

고압 제트 세차로 차량을 청소하기 전에 견인볼을 분리

하고 보호 플러그는 캐리어에 부착해야 합니다.

견인 장치에 대한 작업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루프 바

안전상의 이유로 그리고 루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승인된 가로형 루프 바를 사용해야 

합니다.

루프 바와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의 장착 및 사용 

관련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높이 40cm를 초과하지 않는 수하물(자전거  

캐리어 제외)의 경우 가로형 루프 바 전반에 하중

이 분산되어야 하며, 최대 하중은 70kg입니다.

이 값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루프 바에 제공된 안내문에 

명시된 최대 하중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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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높이가 40cm를 초과하는 경우, 루프 바 및 차량

의 고정 지점이 손상되지 않도록 도로 형상에 맞춰 차량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차량보다 긴 물체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별 

법규를 참조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로형 루프 바 장착
 

 

가로형 루프 바는 세로형 루프 바에 있는 표식 부분에 고정

되어야 합니다.

루프에 직접 장착
 

 

루프 프레임에 위치한 네 곳의 고정 지점에만 가로형 바를 

부착해야 합니다. 도어를 닫으면 이러한 지점이 가려집

니다.

루프 바 고정장치에는 각 고정 지점의 구멍에 끼워져야 

하는 돌출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장사항

한쪽에 과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균일하게 

수하물을 분산시키십시오.

가장 무거운 수하물 부분은 최대한 루프와 가깝게 배치

하십시오.

수하물을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부드럽게 주행하십시오. 차량은 횡풍의 영향에 더욱 

취약해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주행하기 전에는 항상 루프 바가 확실히 고정

되어 잠긴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루프 바를 탈거하십시오.

 

 

선루프

루프 바 사용 시에는 선루프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중대한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절기용 스크린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탈착식 장치는 라디에이터 냉각 팬 주변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면 그릴 상단에 2개 품목과 하단에 나머지 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착/분리가 어려운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엔진 시동이 꺼져 

있고 냉각 팬이 멈췄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의 경우 필수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 외부 온도가 10°C를 초과할 때

- 재생이 진행 중인 경우

- 차량 속도가 120km/h(75mph)를 초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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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 범퍼 하단 그릴의 해당 측면에 하단 스크린 중 하나를 

맞춥니다.

►  고정 러그가 모두 제 위치에 장착될 때까지 범퍼에 

체결합니다.

►  가장자리 주위를 눌러 어셈블리가 단단히 고정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나머지 하단 스크린, 이후 범퍼 상단 그릴의 상단 스크린에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합니다.

탈거
 

 

하단 스크린의 경우

►  하단 스크린의 바깥쪽 하단 모서리에 손가락을 삽입

합니다.

►  몸쪽으로 당겨 어셈블리가 풀리도록 유도합니다.
 

 

장식용 크롬이 있는 그릴이 포함된 상단 스크린의 경우 

►  상단의 고정 러그를 눌러 그릴에서 분리합니다.

►  상단의 스크린을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기울입니다.

►  몸쪽으로 당겨 어셈블리가 풀리도록 유도합니다.
 

 

장식용 크롬이 없는 그릴이 포함된 상단 스크린의 경우 

►  상단의 고정 러그 각각을 차례대로 눌러 그릴에서 

분리합니다.

►  몸쪽으로 당겨 어셈블리가 풀리도록 유도합니다.

스노우 체인
겨울철에는 스노우 체인이 제동 시 차량 작동 상태와  

구동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스노우 체인은 앞 바퀴에만 장착해야 합니다.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에 장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스노우 체인 및 최대 승인 속도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차량의 휠 유형에 맞게 장착되도록 설계된 체인만 사용

하십시오.

순정 타이어 크기 최대 링크 크기

215/65 R17 9mm

225/55 R18 9mm

205/55 R19 9mm

245/40 R20 Polaire PSGB 120

자세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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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도움말 
►  주행 중 스노우 체인을 장착할 경우, 노변의 평평한 

곳에 차량을 세웁니다.

►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바퀴 아래에 휠 초크를 

놓아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합니다.

►  제조사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스노우 체인을 장착

합니다.

►  부드럽게 출발한 후 50km/h(31mph) 미만의 속도로 

잠시 동안 주행합니다.

►  차량을 멈춘 후 스노우 체인이 올바르게 조여진 상태

인지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마른 평지에서 스노우 체인을 장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눈을 치운 도로에서는 차량의 스노우 체인을  

끼운 상태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타이어와 

노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알로이 휠이 장착된 

경우, 체인이나 관련 고정장치의 어떤 부분도 휠 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너지 절약 모드
점화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서 충분한 배터리 충전량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의 사용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엔진을 끈 후에도 총 40분 정도까지는 오디오 및 텔레

매틱스 시스템, 와이퍼, 전조등 하향 또는 커티시 라이트 

등과 같은 기능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선택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고 작동 중인 기능이 대기 상태가 

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때 통화 중인 경우 오디오 시스템의 핸즈프리 

시스템을 통해 약 10분간 유지됩니다.

모드 종료
다음 번 차량 사용 시에 이러한 기능은 자동으로 재작동

됩니다.

이러한 기능 사용을 바로 복구하려면 엔진 시동을 건 후

- 10분 미만으로 작동하면 약 5분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0분을 초과하여 작동하면 약 30분간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배터리 충전량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된 시간 동안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반복해서 엔진 시동을 계속 걸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되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12V 배터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부하 감소 모드
배터리의 잔여 충전량에 따라 특정 기능에 대한 사용 상태

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 주행 시 부하 감소 기능은 에어 컨디셔닝, 열선식 

리어스크린 등의 특정 기능을 일시적으로 해제합니다.

해제된 기능은 조건이 허용되는 즉시 다시 작동됩니다.

본넷
액티브 본넷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스탑 & 스타트

본넷 아래에서 특정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점화 

스위치를 반드시 꺼서 엔진 시동이 자동으로 다시 걸릴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냉각 팬 블레이드 또는 움직이는 특정 부품에 걸릴 수 

있는 물체나 의복에 주의하십시오. 목이 졸리거나 심각

한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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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본넷 아래에서 특정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점화 스위치를 끄고 충전 커넥터 노즐이 연결된 경우 

이를 분리하며 계기판에 READY(준비)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한 후 4분간 기다려야 합니다. 심각한 부상

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 본넷 잠금해제 레버는 좌측 프론트 도어가 

닫혀 있을 때 본넷이 열리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엔진이 고온일 때에는 외부 안전장치 및 지지대를 

보호된 영역을 사용하여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넷이 열려 있을 때에는 안전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강풍이 불 때에는 본넷을 열지 마십시오.

정지 시 엔진 냉각.

엔진이 꺼진 후에도 엔진 냉각 팬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팬 블레이드에 걸릴 수 있는 물체나 의복에 주의하십

시오!

열기
 

 

 

 

► 내부에서: 대시보드 아래 좌측에 위치한 컨트롤 레버를 

몸쪽으로 당깁니다.
 

 

►  외부에서: 안전장치를 들어올려 본넷을 올립니다.

2개의 본넷 스트러트가 본넷을 열어 그대로 유지합니다.

닫기
►  본넷을 잡고 내리다가 이동의 끝지점 근처에서 손을 

뗍니다.

►  잠금상태를 점검합니다.

본넷 아래에는 전기 장비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이 수분(비, 세차 등)에 노출되는 상황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엔진 룸
여기에 명시된 엔진은 설명용으로만 제시된 예시입니다.

다음 부품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에어 필터

- 엔진 오일 딥스틱

- 엔진 오일 주입구 캡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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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셔액 탱크

2. 엔진 냉각수 탱크

3. 브레이크 오일 탱크

4. 배터리/퓨즈

5. 원격 접지점(-)

6. 퓨즈 박스

7. 에어 필터

8. 엔진 오일 주입구 캡

9. 엔진 오일 딥스틱

디젤 연료 시스템

이 시스템은 매우 고압 상태입니다.

모든 작업은 DS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레벨 점검
제조사의 정비 일정에 맞춰 다음 레벨을 모두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필요 시 보충합니다.

레벨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DS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유액은 제조사의 요건 및 차량 엔진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본넷 아래에서 작업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십

시오. 엔진의 특정 영역은 상당히 고온(화상의 

위험)이며 (점화 스위치가 꺼져 있어도) 냉각 팬이 

언제든지 작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제품

사용한 오일 또는 유액이 피부에 장시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유액의 대부분은 건강에 유해하거나 부식성이 

매우 강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오일이나 유액을 배수구 또는 지면에 

폐기하지 마십시오.

사용한 오일은 DS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거나 전용 

용기에 담아 폐기하십시오.

엔진 오일
평지에서 30분 넘게 엔진을 끈 상태에서 계기판의 

오일 레벨 표시계(점화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전기 

게이지 장착 차량)) 또는 딥스틱을 사용하여 레벨을 점검

합니다.

두 정비 시기 (또는 오일 교환 시기) 사이에 오일 레벨

을 보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시트로엥은 매 

5,000km(3,000마일)마다 레벨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엔진 및 배출 컨트롤 시스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엔진 오일에 첨가제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딥스틱을 사용하여 확인

딥스틱의 위치는 해당 엔진 룸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딥스틱의 컬러 그립을 잡고 완전히 당겨 빼냅니다.

►  보풀이 없는 깨끗한 천으로 딥스틱의 끝을 닦습니다.
 

 

►  딥스틱을 다시 끼운 후 끝까지 아래로 밉니다. 그런 

다음 다시 당겨 빼내 오일 레벨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적합한 레벨은 A(최대)와 B(최소) 표시 사이입니다.

레벨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 A 표시 위: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B 표시 아래: 즉시 엔진 오일을 보충하십시오.

오일 등급

오일을 보충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엔진의 오일 

등급이 올바르고 차량에 제공된(또는 DS 서비스 센터

에서 확인 가능한) 정비 일정의 권장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권장하지 않은 오일을 사용할 경우 엔진 결함 시 해당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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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레벨 보충

엔진 오일 주입구 캡의 위치는 해당 엔진 룸 설명을 참조

하십시오.

►  엔진 룸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소량의 오일을 

추가합니다(화재의 위험).

►  몇 분 기다렸다가 딥스틱으로 다시 레벨을 확인합니다.

►  필요 시 해당 수준까지 보충합니다.

►  레벨을 확인한 후 주의하면서 오일 주입구 캡을 끼우고 

튜브의 딥스틱을 교체합니다.

오일을 보충한 후 점화 스위치를 켰을 때 30분 

동안 계기판에 표시되는 오일 레벨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 레벨은 "MAX"(최대) 표시 근처

여야 합니다. "MAX"(최대) 표시 근처가 아닌 경우,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오일 교환 주기에 관한 내용은 제조사의 정비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보충 시 캡을 청소한 후 교체하십시오. 밀봉된 

용기의 DOT4 브레이크액만 사용하십시오.

엔진 냉각수
두 정비 시기 사이에 냉각수를 보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엔진이 냉간 상태일 때에만 냉각수 레벨을 확인하고 냉각

수를 보충해야 합니다.

냉각수 레벨이 너무 낮으면 심한 엔진 손상의 위험이 있습 

니다. 이러한 냉각수 레벨은 "MAX"(최대) 표시에 근접

해야 하지만 절대로 해당 표시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냉각수 레벨이 "MIN"(최소) 표시 근처 또는 아래인 경우 

보충해야 합니다.

엔진이 뜨거우면 냉각수의 온도가 팬에 의해 조절됩니다.

냉각 시스템이 가압된 상태에서는 엔진 시동을 끈 후 1시간 

기다렸다가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비상 시 보충해야 하는 경우, 화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으로 캡을 감싼 후 두 바퀴 돌려 압력을 낮춥

니다.

압력이 낮아지면 캡을 빼내고 필요한 레벨까지 보충하십

시오.

와셔액
필요 시 원하는 수준까지 보충하십시오.

와셔액 제원

와셔액은 사전에 혼합된 제품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겨울철(영하의 온도)에는 온도 조건에 적절한 부동액 함유 

액체를 사용해야 시스템 구성 요소(펌프, 탱크, 덕트, 제트 

등)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순수한 물로 보충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동결의 위험, 석회 자국 등).

디젤 연료 첨가제 
(분진 필터 장착 디젤)

분진 필터 첨가제 탱크가 최소 레벨이 되면 신호음 

및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이 경고등이 켜집니다.

보충

이러한 첨가제는 신속하게 보충해야 합니다.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AdBlue®(BlueHDi)
예비량 수준으로 떨어지면 경보가 작동합니다.

표시계 및 특히 AdBlue 범위 표시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규정에 따라 차량 시동이 잠기지 않도록 AdBlue 탱크를 

보충해야 합니다.

AdBlue®(BlueHDi) 및 특히 AdBlue 공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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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조사의 정비 일정 및 엔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부품을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DS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으십시오.

시트로엥이 권장하는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과 제원의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제동 시스템 구성부품만큼 중요한 다른 구성부품의 

작동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트로엥은 매우 

특정한 제품을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2V 배터리
배터리는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자가 올바르게 조여진 상태(퀵 릴리스 단자 

미장착 차량)이고 연결부가 깨끗한지 정기적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12V 배터리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취해야 할 

주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스탑 & 스타트 기능이 내장된 차량에는 특정 기술 

및 제원의 12V 납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교체 작업은 DS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실내 필터
환경 및 차량의 사용(예: 먼지가 자욱한 대기, 도심 

주행)에 따라 필요하면 두 배로 자주 교체하십시오.

실내 필터가 막히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성능에 

악영향을 미쳐 불쾌한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에어 필터
환경 및 차량의 사용(예: 먼지가 자욱한 대기, 도심 

주행)에 따라 필요하면 두 배로 자주 교체하십시오.

오일 필터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마다 오일 필터를 교체하

십시오.

분진 필터(디젤)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이 경고등이 일시적으로 켜져 

분진 필터가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

니다.

교통 상황이 허용하는 즉시 경고등이 꺼질 때까지 60km/h 

(37mp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여 필터를 재생시키십

시오.

경고등이 계속 켜지면 디젤 첨가제 레벨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레벨 점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매우 낮은 속도나 공회전 상태로 차량을 장시간 

작동한 후에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속 시 

배기구에서 수증기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출은 차량의 작동이나 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차

첫 번째 분진 필터 재생 작동이 몇 번 이루어질  

때 "타는" 냄새가 날 수 있으나,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동 변속기
변속기는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오일 교체 없음).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마모는 특히 시내 주행 및 단거리 주행 

시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정비 시기 

사이에도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 누출이 없는 경우, 브레이크 오일 레벨이 감소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됩니다.

세차 후 축축할 때 또는 겨울철에는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에 얼음이 얼어 제동 효율이 감소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아 브레이크를 

말리고 녹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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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점검에 관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동 주차 브레이크
이 시스템은 정기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서 

즉시 시스템을 점검받으십시오.

전동 주차 브레이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휠 및 타이어
타이어가 "냉간" 상태일 때 스페어 타이어를 포함한 

모든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라벨에 표시된 공기압은 "냉간" 상태의 

타이어에 유효합니다. 10분 넘게 주행했거나 50km/h 

(31mph) 이상의 속도에서 10km(6마일) 넘게 주행한 

경우 라벨에 표시된 공기압 값에 0.3bar(30kPa)를 추가

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부족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비준수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가 조기에 마모

되는 원인이 되어 차량의 노면 유지 성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모되거나 손상된 타이어로 주행할 경우 차량의 제동 및 

노면 유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밸브 캡의 유무뿐만 아니라 

타이어(트레드 및 측면)와 휠 림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

합니다.

마모 표시계가 트레드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경우 

홈의 깊이는 1.6mm 미만입니다. 최대한 빨리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제원과 다른 크기의 휠 및 타이어를 사용하면 타이어의 

수명, 타이어 위치 교체, 지상고 및 속도계 값에 영향을 

미쳐 노면 유지 성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론트 및 리어 액슬에 서로 다른 타이어를 장착할 경우 

ESC 타이밍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또는 하절기용 타이어 장착 시에 보관되는 타이어 

에는 항상 회전 방향을 표시합니다.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

에 보관하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동절기 또는 사계절 타이어는 측면의 이 기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쇽 업소버
쇽 업소버 마모 시 운전자가 이를 감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쇽 업소버는 노면 

유지 및 제동 성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자의 안전 및 주행 쾌적성을 위해 DS 서비스 센터

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및 액세서리 키트
타이밍 및 액세서리 키트는 엔진 시동이 걸린 

시점부터 엔진이 꺼질 때까지 사용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모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량 타이밍 또는 액세서리 키트의 경우 엔진이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동 거리와 경과한 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준에 따라 명시된 권장 교체 주기를 

준수하십시오.

AdBlue®(BlueHDi)
디젤 엔진의 성능이나 연료 소비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Euro 6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트로엥은 디젤 분진 필터(DPF)에 SCR(선택적 

촉매 환원)을 결합시킨 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해 배기가스

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CR 시스템
촉매 장치는 요소가 함유된 AdBlue®라는 요소수를 통해 

최대 85%의 질산화물(NOx)을 건강 및 환경에 무해한 

질소와 물로 변환시킵니다.

AdBlue®는 약 15L 용량의 특수 탱크에 담겨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 주행 가능 거리는 약 6,500km(3,900마일)

가 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주행 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

됩니다.

예비량 수준으로 떨어지면 경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러면 탱크가 완전히 비워지고 차량의 시동이 잠길 때까지 

2,400km(1,500마일) 더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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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및 표시등과 관련 경보 또는 표시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dBlue® 탱크가 비면 법률에 규정된 장치가 

엔진의 재시동을 방지합니다.

SCR 시스템 결함의 경우 차량 배출량이 더 이상 

Euro 6 표준을 준수하지 않게 되어 차량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SCR 시스템 관련 오작동이 확인되면 반드시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1,100km(660마일)

를 주행한 후에는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해 엔진 시동

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이 멈추기 전 주행 가능한 거리를 

주행 가능 거리 표시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dBlue® 동결

AdBlue®는 약 -11°C 미만의 온도에서 얼게 

됩니다.

SCR 시스템에는 AdBlue® 탱크용 히터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추운 날씨에도 차량을 계속 주행할 수 있습

니다.

AdBlue® 공급
예비량까지 떨어졌다고 알려주는 첫 번째 경보가 울리는 

즉시 AdBlue®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SCR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 ISO 22241 표준을 준수하는 AdBlue® 요소수만 

사용하십시오.

- AdBlue®를 절대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마십시오. 

순도가 상실됩니다.

- AdBlue®를 절대 물로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AdBlue®는 승용차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AdBlue® 펌프를 

갖춘 주유소는 물론 DS 서비스 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 권장사항

AdBlue®는 약 -11°C에서 얼고 25°C를 초과하면 성능이 

저하되므로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해당 용기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1년 이상 요소수를 보관할 수 있습

니다.

요소수가 언 경우 실온에서 완전히 해동시켜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Blue® 용기를 차내에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용 시 주의사항

AdBlue®는 요소 용액입니다. 이 요소수는 비가연성이며 

무색 무취입니다(서늘한 장소에 보관).

피부에 닿은 경우 비누와 흐르는 물로 해당 부위를 씻으십

시오. 눈에 닿은 경우 15분 이상 상당량의 물이나 세안제를 

사용하여 즉시 눈을 헹구십시오. 타는 듯한 느낌이나 염증

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삼킨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입을 헹군 후 다량의 

물을 마시십시오.

특정 상황(예: 고온)에서는 암모니아 방출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소수를 흡입하지 마십시오. 암모니아 증기

는 점막(눈, 코 및 목)을 자극합니다.

AdBlue®를 본래 용기에 담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절차

보충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평지에 차량이 주차된 상태

인지 확인합니다.

겨울철에는 차량의 온도가 -11°C를 초과하는지 확인합

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AdBlue®가 얼어 탱크에 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따뜻한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보충 작업을 실시하십시오.

디젤 연료 탱크에 AdBlue®를 절대 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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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lue®가 튀거나 차체에 흘리면 찬물로 즉시 

헹구거나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요소수가 엉기는 경우 스폰지와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씻어내십시오.

중요: AdBlue 고장 문제가 발생한 후 보충하는 

경우, 약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점화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이때, 운전석 도어를 열거나 차량을 잠금해제

하거나 차내로 전자식 키를 실내에 두지 마십시오.

점화 스위치를 켠 후 10초 기다렸다가 엔진 시동을 

거십시오.

►  "START/STOP"(시작/정지) 버튼을 눌러 엔진 시동을 

끕니다.
 

 

►  AdBlue® 탱크의 파란색 캡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  AdBlue® 용기의 경우,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라벨의 

지침을 주의 깊게 읽은 후 용기에 담긴 내용물을 차량의 

AdBlue 탱크에 붓습니다.

►  AdBlue® 펌프의 경우, 노즐을 삽입한 후 노즐이 자동

으로 멈출 때까지 탱크를 보충합니다.

AdBlue® 탱크가 넘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권장됩니다.

- AdBlue® 용기를 사용하여 10~13L 보충합니다.

- 주유소에서 보충하는 경우, 노즐이 1번 자동 차단된 

후에는 멈춥니다.

시스템은 5L 이상의 AdBlue® 보충만 등록합니다.

AdBlue® 탱크가 완전히 빈 경우, "Top up 

AdBlue: Starting impossible"(AdBlue 보충: 

시동 불가) 메시지로 알 수 있으며 최소 5L를 보충해야 

합니다.

프리휠링
특정 상황에서는 차량을 프리휠링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 견인 중, 차량 시험대 주행 시, 자동 세차장(세차 모드), 

철도 또는 해상 운송 중)
 

/  

해제 절차

►  차량이 정차해 있고 엔진이 작동 중인 상태에서 브레

이크 페달을 밟고 N 모드를 선택합니다.

5초 이내에,

►  브레이크 페달을 길게 밟은 다음, 점화 스위치를 끄고 

푸시 셀렉터를 앞뒤로 미는 순서를 준수합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후 점화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전동 주차 브레이크 컨트롤을 

눌러 이를 해제합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후 점화 스위치를 끕니다.

계기판에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으로 휠이 15분 

동안 잠금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차 모드에서는 계기판에 메시지가 표시되어 오디오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정상 작동 복구

►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다시 

겁니다.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점화 스위치를 다시 켠 다음 끌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엔진 시동이 다시 걸려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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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정비 권장사항

일반 권장사항
차량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차량 외부

전기 부품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엔진 룸에

는 고압 제트 세차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햇빛이 밝거나 극도로 추운 날씨에는 세차하지 마십

시오.

자동 롤러 브러시 세차장에서 세차할 경우 반드시 

도어를 닫으십시오. 차량에 따라, 전자식 키를 

멀리 떨어뜨리고 "핸즈프리" 기능을 해제해야 합니다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액세스").

압력 세차기를 사용할 경우 제트 노즐은 차량에서 

30c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잡아야 합니다(특히 

도료가 벗겨지거나 센서 또는 실이 포함된 부분을 

세차할 경우).

차량 도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얼룩은 즉시 세척하십시오(송진, 새똥, 곤충의 분비물, 

꽃가루 및 타르 등).

환경에 따라 보다 자주 세차하여 염분 퇴적물(해안가), 

그을음(산업 지역) 및 진흙/염분(습하고 추운 지역)을 

제거하십시오. 이러한 물질은 부식성이 높을 수 있습

니다.

특수 제품이 필요한 찌든 얼룩(타르 또는 곤충 리무버 

등)의 제거 방법에 관한 조언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가급적, 도장 보정은 DS 서비스 센터에서 받으십시오.

차량 실내

세차 시에는 물 호스나 고압 제트를 사용하여 

실내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컵이나 다른 열려 있는 용기에 담긴 액체가 쏟아져 

계기판 및 컨트롤 및 중앙 콘솔에 위치한 컨트롤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계기판, 터치 스크린 또는 다른 디스플레이를 청소할 

경우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닦으십

시오. 제품(예: 알코올, 살균제)이나 비눗물을 이 표면

에 직접 사용하지 마십시오.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차체

고광택 도료

차체를 청소할 경우 연마 제품, 솔벤트, 석유 또는 

오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찌든 얼룩 제거 시 연마용 스폰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장이 긁힐 위험이 있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 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 부품에 광택제

를 도포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천과 비눗물 또는 pH 중성 제품을 사용

하십시오.

깨끗한 미세 섬유 천으로 차체를 부드럽게 닦으십시오.

차량이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광택제를 도포하십

시오.

제품에 명시된 사용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데칼

(차량에 따라 다름)

고압 와셔로 세차하지 마십시오. 데칼이 손상되

거나 분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이 플로우 호스를 사용하십시오(25°C~40°C의 

온도).

세척할 표면과 수직으로 물을 분사하십시오.

차량은 탈염수를 사용하여 씻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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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가죽은 천연 제품입니다. 정기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해야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고 원래의 외관을 보존하기 위해 특정 

가죽 제품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기름칠을 해야 합니다.

솔벤트, 세제, 석유 또는 순수 알코올 등의 부적합

한 세제를 사용하여 가죽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일부분이 가죽 재질인 품목을 청소할 경우 특정 가죽 

제품으로 다른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기름진 얼룩이나 액체를 청소할 경우 여분의 

제품을 빠르게 닦아내십시오.

청소 전에는 천에 탈염수를 적셔 완전히 짜낸 후 가죽에 

흠이 생길 수 있는 잔여물을 닦아내십시오.

부드러운 천에 비눗물이나 pH 중성 제품을 적셔 가죽

을 청소하십시오.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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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삼각대
차량 고장 또는 파손 시에 반사되고 분리가 가능한 이러한 

장치를 노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비상등을 켜고 안전 조끼를 착용한 후 삼각대를 

조립하고 설치합니다.

수납
이 공간은 트렁크 카펫 하단에 위치한 보관함에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세부 안내문(장착 시)

사고 기록 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 

기록 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삼각대 조립 및 설치
 

 

비상 삼각대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차량의 경우, 상기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차량의 경우, 비상 삼각대와 함께 제공된 조립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지역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뒤쪽에 비상 삼각대

를 놓습니다.

연료 고갈(디젤)
디젤 엔진의 경우, 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연료 시스템을 

보충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보충하기 전에 반드시 연료 탱크에 5L 이상의 

디젤을 보충해야 합니다.

연료 보충 및 혼유 방지(디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  1분 정도 기다린 후 점화 스위치를 끕니다.

►  시동 모터를 작동하여 엔진 시동을 겁니다.

처음에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계속 시도하지 말고 

다시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공구 키트
차량과 함께 제공되는 공구 세트입니다.

차량 사양에 따라 내용물이 달라집니다.

-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 스페어 타이어

공구에 접근
 

 

공구 키트는 트렁크의 바닥 아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려면

트렁크 바닥이 단단한 차량

►  트렁크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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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 바닥을 최대한 들어올리고 제 위치에 고정합

니다.

접이식 트렁크 카펫이 있는 차량(충전식 하이브리드)

►  트렁크를 엽니다.

►  완전히 열릴 때까지 손잡이를 잡아 당겨 접이식 트렁크 

카펫을 폅니다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장착
 

 

►  2개의 고정 장치를 풀어 커버를 엽니다.

스페어 타이어 장착
 

 

이러한 공구는 차량마다 다르며 사양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펑크 난 휠을 교체하는 경우

에만 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차량과 함께 제공된 잭 이외의 다른 잭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순정품 잭이 차량에 없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여 제조업체가 의도한 잭을 구하십시오.

이 잭은 기계 지침 2006/42/CE에 규정된 대로 유럽 

표준을 충족합니다.

잭은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구 목록
 

 

1. 차량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초크(사양에 따라 

다름).

2. (글로브 박스에 위치한) 보안 볼트용 소켓(사양에 따라 

다름).

특수 ‘보안’ 볼트에 맞춰 휠브레이스를 조정할 때 사용

됩니다.

3. 탈착식 견인 고리 및 앞쪽과 뒤쪽 보호 커버를 열 때 

사용하는 공구.

차량 견인 및 탈착식 견인 고리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장착
 

 

4. 밀봉제 카트리지와 속도 제한 스티커가 포함된 12V 

컴프레서.

타이어 임시 수리 및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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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어 타이어 장착
 

 

5. 휠브레이스.

휠 볼트를 분리할 때 사용됩니다.

6. 핸들 내장형 잭.

차량을 들어올릴 때 사용됩니다.

7. 휠 볼트 캡 분리 공구(사양에 따라 다름).

알로이 휠의 휠 볼트 헤드 피니셔를 탈거할 때 사용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3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설명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컴프레서와 밀봉제 카트리지로 구성되어 있어 타이어의 

임시 수리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근 정비업체까지 차량

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타이어 트레드 펑크 대부분을 수리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차량의 전기 시스템을 통해 펑크 후 타이어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 동안 12V 

전원에 컴프레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앞쪽에 있는 12V 소켓만 사용하여 컴프레서

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공구 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이 라벨에 타이어 공기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별 표식, 특히 이 라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하나 이상의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 공기압 부족 감지 시스템을 다시 초기화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부족 감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수리 절차

타이어로 침투한 이물질(예: 못, 나사)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차량을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 차량을 주행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안전 

지침(비상등, 비상 삼각대, 안전 자켓)을 준수합니다.

►  점화 스위치를 끕니다.

►  컴프레서 아래에 보관된 파이프를 풉니다.
 

 

►  컴프레서에서 밀봉제 병에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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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봉제 병을 뒤집어 컴프레서의 노치 부분에 고정

시킵니다.

►  수리할 타이어에서 밸브 캡을 탈거한 후 깨끗한 장소

에 놓습니다.
 

 

► 밀봉제 병에서 수리할 타이어의 밸브로 호스를 연결한 

후 꽉 조입니다.

►  컴프레서 스위치를 "O" 위치에 놓습니다.

► 컴프레서 아래에 보관된 전기 케이블을 완전히 풉니다.

►  차량의 12V 소켓에 컴프레서의 전기 플러그를 꽂습

니다.

►  제한 속도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임시로 사용 중인 타이어라는 점을 운전자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운전자와 가까운 차량 실내 

영역에 제한 속도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  타이어 공기압이 2bar가 될 때까지 스위치를 "I" 위치

로 옮겨 컴프레서를 켭니다. 밀봉제 제품은 가압 상태로 

타이어에 주입됩니다. 밸브에서 파이프를 분리하지 마십

시오(역류의 위험).

약 7분 정도가 지나도 공기압이 2bar가 되지 

않으면 타이어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  스위치를 "O"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  차량의 12V 소켓에서 컴프레서의 전기 플러그를 

뽑습니다.

►  키트를 빼냅니다.

►  캡을 밸브에 다시 끼웁니다.

►  밀봉제 병을 꺼낸 후 보관합니다.

밀봉제 제품은 삼킬 경우 위험하며 눈을 자극합

니다.

이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

시오.

밀봉제의 유효일은 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병을 주위에 버리지 마십시오. DS 서비스 센터 

또는 공인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져가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서 새 밀봉제 병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  속도를 줄여(20~60km/h(12~37mph)) 약 5km 

(3마일)를 바로 주행하여 펑크난 부분을 막습니다.

►  차량을 멈추고 수리 상태 및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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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키트를 사용하여 타이어를 수리한 

경우에는 80km/h(50mph)의 속도를 초과하지 

말고 80km(50마일) 이상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수리 상태를 점검하고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점검/조절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밀봉제를 주입하지 않고 점검한 후 

필요에 따라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타이어에서 밸브 캡을 탈거한 후 깨끗한 장소에 보관

합니다.

►  컴프레서 아래에 보관된 파이프를 풉니다.

►  파이프를 밸브에 나사로 고정하고 단단히 조입니다.

►  컴프레서 스위치를 "O" 위치에 놓습니다.

► 컴프레서 아래에 보관된 전기 케이블을 완전히 풉니다.

►  차량의 12V 소켓에 컴프레서의 전기 플러그를 꽂습

니다.

►  점화 스위치를 켭니다.

►  컴프레서 스위치를 "I" 위치로 설정한 후, 타이어 공기압 

이 차량 타이어 공기압 라벨에 표시된 값에 도달할 때까지 

컴프레서를 구동시킵니다. 공기를 빼려면 밸브 연결부 

근처에 위치한 컴프레서 파이프의 검은색 버튼을 누릅니다.

7분 정도가 지나도 공기압이 2bar가 되지 않으면 

타이어가 손상된 것입니다.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  정확한 공기압에 이르면 컴프레서 스위치를 "O" 위치

에 놓습니다.

►  키트를 탈거한 후 보관합니다.

►  캡을 밸브에 다시 끼웁니다.

스페어 타이어

3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설명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공구 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스페어 타이어에 접근
 

 

스페어 타이어는 트렁크의 바닥 아래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에 접근하려는 경우 먼저 공구 키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스페어 타이어는 "공간 절약형" 타이어입니다. 

스페어 타이어 탈거
 

 

►  중앙 너트를 풉니다.

►  고정 장치(너트 및 볼트)를 빼냅니다.

►  스페어 타이어를 뒤쪽에서 몸쪽으로 들어올립니다.

►  트렁크에서 스페어 타이어를 꺼냅니다.

스페어 타이어 제 자리에 다시 배치

펑크난 타이어는 트렁크 바닥 아래에 두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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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어 타이어를 하우징의 제 자리에 다시 넣습니다.

►  볼트의 너트를 몇 번 돌려 풉니다.

► 스페어 타이어 중앙에 고정 장치(너트 및 볼트)를 배치

합니다.

►  중앙 너트를 충분히 조여 휠을 올바르게 유지합니다.

►  공구 박스를 휠 중앙의 제 자리에 다시 보관하고 해당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휠 탈거

차량 주차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차량을 고정시키

십시오. 안정되고 미끄러지지 않는 평지여야 합니다.

자동 모드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자동 변속기에서 P 

모드를 선택하여 휠을 잠그고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

시킨 후 점화 스위치를 끄십시오.

계기판에 주차 브레이크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승객이 하차하여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교체할 휠과 대각선으로 반대편에 있는 

휠 아래에 초크를 놓으십시오.

잭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 아래로 들어

가지 마십시오. 액슬 스탠드를 사용하십시오.

휠 트림 장착 휠

휠 탈거 시, 휠브레이스로 밸브 구멍에서 당겨 

먼저 휠 트림을 탈거하십시오.

휠 재장착 시, 휠 트림을 다시 장착하십시오. 이때 

구멍을 밸브에 맞춘 후 가장자리 전반을 손바닥으로 

눌러 제 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  각 볼트에 고정된 휠 볼트 커버를 탈거하려면 공구 7 

(알로이 휠)을 사용합니다.

►  휠브레이스 5에 보안 소켓 2를 끼워 보안 볼트를 

풉니다.

►  휠브레이스 5만 사용하여 다른 볼트들을 풉니다.
 

 

►  지면에 잭 6의 다리를 놓습니다. 차체하부의 앞쪽 잭 

받침부 A 또는 뒤쪽 잭 받침부 B(이 중에서 교체할 휠과 

가장 가까운 지점) 바로 아래여야 합니다.
 

 

►  잭 헤드가 잭 받침부 A 또는 B와 접촉할 때까지 잭 6을 

펼칩니다. 차량의 접촉 부분 A 또는 B가 잭 헤드의 중앙 

부분에 올바르게 삽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  스페어 타이어(펑크나지 않은 타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휠과 지면 간 공간이 충분할 때까지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181
고장이 발생한 경우

08
잭이 안정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미끄럽거나 

무른 지면에서는 잭이 미끄러지거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차량 아래의 잭 받침부 A 또는 B 중 

하나에 정확하게 잭을 배치하십시오. 이때, 잭 헤드는 

차량과 접촉하는 영역 아래의 중앙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손상되거나 잭이 접힐 

수 있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볼트를 빼낸 후 깨끗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휠을 탈거합니다.

휠 장착

스틸 또는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 장착 

차량에 알로이 휠이 장착된 경우, 와셔 A는 스틸 또는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에 닿지 않습니다. 휠은 

각 볼트의 표면 B와 원추 형태로 접촉하여 고정됩니다.

 

 

►  휠을 허브에 끼웁니다.

►  손으로 볼트를 최대한 많이 돌려 끼웁니다.

►  보안 소켓 2와 함께 장착된 휠브레이스 5를 사용하여 

보안 볼트를 미리 조입니다.

►  휠브레이스 5만 사용하여 다른 볼트들을 미리 조입

니다.

 

 

►  차량을 다시 끝까지 내립니다.

►  잭 6을 접어 분리합니다.
 

 

►  보안 소켓 2와 함께 장착된 휠브레이스 5를 사용하여 

보안 볼트를 조입니다.

►  휠브레이스 5만 사용하여 다른 볼트를 조입니다.

►  볼트 커버를 각 볼트에 다시 장착합니다(사양에 따라 

다름).

►  공구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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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교체 후

펑크난 타이어는 스페어 타이어 대신 보관할 수 없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는 트렁크에 보관하십시오.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의 경우

특정 주행 보조 기능(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어댑

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해제하십시오.

80km/h(50mph)의 최대 승인 속도 또는 80km 

(50마일)의 최대 거리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두 개 이상의 "공간 절약형" 스페어 타이어로 주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S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스페어 타이어의 볼트 고정 및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받으십시오.

펑크난 타이어를 검사받으십시오. 검사 후 정비사가 

타이어 수리 가능 또는 교체 필요 여부를 알려줍니다.

전구 교체

일부 날씨 조건(예: 낮은 온도 또는 습도)에서 

전조등 및 후방등 유리 내부 표면에 김이 서리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때 전조등 및 후방등을 

몇 분간 켜면 사라집니다.

LED 기술이 탑재된 라이트의 라이트 빔을 너무 

가까이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한 눈 부상

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조등에는 보호 코팅 처리된 폴리카보네이트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마른 천이나 연마천 및 세제나 용제 제품을 사용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 스폰지 및 비눗물 또는 pH 중성 제품을 사용하십

시오.

- 잘 떨어지지 않는 자국에 고압 세차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조등, 조명등 또는 가장자리 방향으로 

너무 오랫동안 세차용 건을 계속 조준하지 마십시오. 

보호 코팅 및 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LED) 전조등 및 
라이트

이러한 유형의 전구 교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LED 또는 풀 LED 기술이 탑재된 전조등을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방등

LED 기술이 탑재된 전조등 장착 모델
 

 

1. 전조등 상향

2. 전조등 하향

3. 주간 전조등/미등

4. 방향 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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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매트릭스 LED 비전 전조등 장착 모델
 

 

1. 전조등 하향

2. 동적 커브길 라이트 기능

3. 매트릭스 빔 기능이 탑재된 전조등 하향/상향

4. 주간 전조등/미등

5. 방향 지시등

후방등 
 

 

1. 방향 지시등(LED)

2. 브레이크등(LED)

3. 미등(LED)

4. 후진등(LED)

5. 안개등(LED)

퓨즈

퓨즈 교체

모든 작업은 DS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만 실시

해야 합니다.

제3자가 퓨즈를 교체할 경우 차량의 심각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기 액세서리 장착

차량의 전기 시스템은 기본 또는 옵션 사양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전기 장비나 액세서리를 차량에 장착하기 전에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트로엥은 특히 모든 추가 연결 전력 장비의 

소비량 합이 10mA를 초과할 때, 시트로엥이 

공급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액세서리를 장착하거나 

제원에 따라 액세서리를 장착하지 않아 차량을 수리

하거나 오작동을 교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V 배터리/액세서리 배터리

납 시동 모터 배터리

이 배터리는 유해한 물질(황산 및 납)을 함유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처분하면 안 됩니다.

사용한 배터리는 지정된 처리장에 폐기하십시오.

배터리 취급 전에 눈과 얼굴을 보호하십시오.

폭발 또는 화재의 위험 방지를 위해 환기가 잘 

되고 나염 및 발화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모든 

배터리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후 손을 씻으십시오.

전자 제어 장치/DS 매트릭스 LED 비전 전조등

음극의 점퍼 케이블을 전자 제어 장치의 금속 

부분이나 전조등 뒤쪽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자 제어 장치나 전조등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로 제공된 원격 접지점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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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은 배터리

얼은 배터리를 절대 충전하려고 시도하지 마십

시오.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얼은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점검 

을 받아 내부 구성부품 손상 및 케이스 균열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손상 및 균열로 인해 유독성 

및 부식성 산이 누출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밀어 엔진 시동을 걸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호

스파크나 불꽃 금지, 금연   

항상 눈을 보호하십시오. 폭발성 가스로 인해 실명

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차량 배터리를 보관

하십시오.

차량 배터리에는 실명에 이르게 하거나 심한 화상

을 입힐 수 있는 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와 인접한 곳에 폭발성 가스가 있을 수 있습

니다.

가솔린/디젤 엔진의 경우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여 엔진 시동을 걸거나 방전된 배터리

를 충전하는 절차입니다.

배터리에 접근

배터리는 본넷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극(+) 단자에 접근하려면

►  내부 잠금해제 레버를 당긴 후 외부 안전 캐치를 작동

하여 본넷을 잠금해제합니다.

►  본넷을 들어올립니다.

(+) 퀵 릴리스 단자가 포함된 양극 단자

(-) 음극 단자

배터리의 음극 단자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접지점이 배터리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여 시동

차량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백업 배터리(외부 또는 다른 

차량) 및 점퍼 리드선 또는 배터리 부스터로 엔진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연결하여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24V 이상의 배터리 부스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백업 배터리의 공칭 전압이 12V이고 최소 용량이 

방전된 배터리와 동일한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두 차량이 서로 접촉하면 안 됩니다.

두 차량 모두에 장착된 모든 전기 소비장치(오디오 

시스템, 와이퍼, 라이트 등)를 끄십시오.

점프 리드선을 엔진의 이동 부품(팬, 벨트 등)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엔진 작동 중 양극(+) 단자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  차량에 장착된 경우, 양극(+) 단자의 플라스틱 커버를 

들어올립니다.

►  방전된 배터리 A의 양극(+) 단자(금속 엘보우에 위치)

에 빨간색 케이블을 연결한 후 백업 배터리 B의 양극(+) 

단자 또는 부스터에 연결합니다.

►  백업 배터리 B의 음극(-) 단자 또는 부스터(또는 지원 

차량의 접지점)에 녹색 또는 검은색 케이블의 한쪽 끝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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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지점 C에 녹색 또는 검은색 케이블의 다른쪽 끝을 

연결합니다.

►  지원 차량의 엔진 시동을 걸고 몇 분간 작동시킵니다.

► 고장 차량의 스타터를 작동시켜 엔진을 구동시킵니다.

엔진 시동이 바로 걸리지 않으면 점화 스위치를 끄고 몇 분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  다시 공회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점퍼 리드선을 역순으로 분리합니다.

►  차량에 장착된 경우, 양극(+) 단자에 플라스틱 커버를 

다시 장착합니다.

►  배터리가 적절한 충전 상태에 이르도록, 차량을 멈춘 

상태로 30분 이상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충분한 충전 레벨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주행할 경우 차량의 몇 가지 기능(예: 스탑 

& 스타트)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로 배터리 충전

최적의 배터리 사용 수명을 보장하려면 적절한 충전 상태

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 대부분 단거리 주행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차량을 몇 주 동안 주행하지 않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려면 공칭 전압이 

12V인 납산 배터리 호환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충전기 제조사가 제공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절대 극성을 반대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점화 스위치를 끕니다.

►  모든 전기 소비장치(오디오 시스템, 라이트, 와이퍼 

등)를 끕니다.
 

 

►  위험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충전기 B를 끕니다.

►  충전기 케이블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  차량에 장착된 경우, 양극(+) 단자의 플라스틱 커버를 

들어올립니다.

►  다음과 같이 충전기 B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배터리 A의 양극(+) 단자에 양극(+) 빨간색 케이블

• 차량의 접지점 C에 음극(-) 검은색 케이블

►  충전 작동이 종료되면 충전기 B를 끈 후 배터리 A에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이 라벨이 부착된 경우, 12V 충전기만 사용해서 

전기 구성부품의 수리 불가능한 손상을 방지하

십시오.

24V

12V

배터리 분리/재연결

차량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엔진 시동을 걸 정도로  

적절한 충전 상태를 유지하려면 배터리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에

►  열려 있는 부분(도어, 트렁크, 윈도우, 루프)을 모두 

닫습니다.

►  모든 전기 소비장치(오디오 시스템, 와이퍼, 라이트 

등)를 끕니다.

►  점화 스위치를 끄고 4분간 기다립니다.

배터리에 접근한 후 양극(+) 단자만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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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릴리스 단자 클램프

양극(+) 단자 분리
 

 

►  사양에 따라, 양극(+) 단자의 플라스틱 커버를 들어

올립니다.

►  레버 A를 끝까지 올려 클램프 B를 해제합니다.

►  클램프 B를 들어내어 탈거합니다.

양극(+) 단자 재연결
 

 

►  레버 A를 끝까지 올립니다.

►  개방형 클램프 B를 양극(+) 단자에 다시 끼웁니다.

►  클램프 B를 끝까지 아래로 밉니다.

►  레버 A를 내려 클램프 B를 잠급니다.

►  사양에 따라, 양극(+) 단자의 플라스틱 커버를 내립

니다.

클램프가 올바르게 배치되지 않으면 잠기지 않기 

때문에 레버를 누를 때 무리하게 조작하지 마십

시오. 절차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첫 엔진 시동을 건 후 주행할 때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속적인 차량 시동 잠금 기간이 지난 후에만 

스탑 & 스타트 시스템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온도 및 배터리 충전 상태(약 최대 8시간)

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식 하이브리드 엔진의 경우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는 2개의 액세서리 배터리 

(앞좌석에 1개와 차량 중앙에 1개)가 있습니다.

액세서리 배터리 교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다른 차량의 점프 시동

다른 차량의 시동을 걸거나 점프 시동을 걸 경우 

차량의 액세서리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세서리 배터리에 접근

전면

앞좌석 배터리는 본넷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극(+) 단자에 접근하려면

►  내부 잠금해제 레버를 당긴 후 외부 안전 캐치를 작동

하여 본넷을 잠금해제합니다.

►  본넷을 들어올립니다.

(+) 퀵 릴리스 단자가 포함된 양극 단자

(-) 음극 단자

배터리의 음극 단자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접지점이 배터리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

중앙 배터리는 앞좌석 암레스트 보관함에 위치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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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에 접근하려면

 

 

 

 

►  앞좌석 암레스트를 엽니다.

►  보관함 바닥을 풉니다.

양극(+) 단자, 빨간색 플라스틱 커버로 보호(접근 불가)

음극(-) 단자, 검은색 퀵 릴리스 커넥터 장착

배터리 충전기로 앞좌석 배터리 충전

최적의 앞좌석 배터리 사용 수명을 보장하려면 적절한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앞좌석 배터리 충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단거리 주행에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 차량을 몇 주 동안 주행하지 않는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량의 앞좌석 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려면 공칭 

전압이 12V인 납산 배터리 호환 충전기만 사용

하십시오.

충전기 제조사가 제공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절대 극성을 반대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점화 스위치를 끕니다.

►  모든 전기 소비장치(오디오 시스템, 라이트, 와이퍼 

등)를 끕니다.
 

 

►  위험한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터리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충전기 B를 끕니다.

►  충전기 케이블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 차량에 장착된 경우, 양극(+) 단자의 플라스틱 커버를 

들어올립니다.

►  다음과 같이 충전기 B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배터리 A의 양극(+) 단자에 양극(+) 빨간색 케이블

• 차량의 접지점 C에 음극(-) 검은색 케이블

► 충전 작동이 종료되면 충전기 B를 끈 후 배터리 A에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액세서리 배터리 분리/재연결

차량의 시동을 장기간 잠글 경우 액세스 배터리 분리/

재연결 절차

액세서리 배터리를 재연결하기 전에

►  운전석 도어를 엽니다.

►  다른 모든 문을 닫습니다.

►  모든 전기 소비장치(오디오 시스템, 와이퍼, 라이트 

등)를 끕니다.

►  점화 스위치를 끄고 READY(준비)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  4분의 대기 시간을 준수합니다.



188
고장이 발생한 경우

08
액세서리 배터리 분리 및 재연결 시 단계를 역순

으로 수행하지 마십시오. 수리 불가능한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분리

중앙 배터리:

► 검은색 퀵 릴리스 커넥터를 사용하여 음극(-) 단자를 

분리합니다.

앞좌석 배터리:
 

 

► 빨간색 퀵 릴리스 클램프를 분리하여 양극(+) 단자를 

분리합니다.

• 레버 A를 끝까지 올려 클램프 B를 해제합니다.

• 클램프 B를 들어내어 탈거합니다.

재연결

앞좌석 배터리:
 

 

►  빨간색 퀵 릴리스 클램프를 연결하여 양극(+) 단자를 

연결합니다.

• 레버 A를 끝까지 올립니다.

• 개방형 클램프 B를 양극(+) 단자에 다시 끼웁니다.

• 클램프 B를 끝까지 아래로 밉니다.

• 레버 A를 내려 클램프 B를 잠급니다.

중앙 배터리:

► 검은색 퀵 릴리스 커넥터를 사용하여 음극(-) 단자를 

연결합니다.

재연결 후
전자 시스템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다시 연결한 

후 점화 스위치를 켜고 1분 기다렸다가 엔진 시동을 거십

시오.

그러나 이와 같이 실시한 후에도 경미한 문제가 지속되면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섹션을 참조하여 특정 장비를 다시 초기화합니다.

- 전자식 키

- 선루프

- 전동 윈도우

- 날짜 및 시간

- 프리셋 라디오 방송국

배터리 재연결 후 점화 스위치를 켜면 "Collision 

risk detection system fault"(충돌 위험 감지 

시스템 결함) 메시지가 계기판에 표시됩니다. 이는 

완전히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주행 중에는 메시지

가 사라집니다.

차량 견인

일반 권장사항

차량을 주행하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견인하는 차량의 중량이 견인되는 차량의 중량보다 

높게 하십시오.

운전자는 견인되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바퀴 모두 지면에 둔 상태로 차량을 견인할 경우

에는 반드시 승인된 견인 암을 사용하십시오. 로프 및 

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견인하는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해야 합니다.

엔진 시동을 끈 상태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에는 제동 

및 스티어링 보조 기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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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차량 인양업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또는 간선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난 경우

- 변속기를 중립 위치로 설정하거나 스티어링을 잠그

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 엔진 작동 상태로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경우

- 두 바퀴만 지면에 둔 상태로 견인하는 경우

- 4륜구동 차량의 경우

- 승인된 견인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점화 스위치를 켠 상태

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N 모드를 선택한 다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끕니다(READY(준비) 표시등 

꺼짐).

평상형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차량을 인양할 경우

에는 항상 전문업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견인 고리는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빼내거나 평상형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에 차량을 

인양하기 위해 고정할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견인 시 제약조건

차량 유형

(엔진/변속기)

앞바퀴를 지면에 둔 상태 뒷바퀴를 지면에 둔 상태 평상형 견인바 장착 시 네 바퀴를  

지면에 둔 상태

내부 연소/자동
 

 

 

 

 

 

 

 

하이브리드 2WD
 

 

 

 

 

 

 

 

2WD: 2륜 구동

배터리 또는 전동 주차 브레이크 결함 시 평상형 인양 차량을 사용하는 전문 업체에 연락해야 합니다.  

공구에 접근
공구 키트 접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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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견인
전방 나사에 접근하려면
 

 

►  견인 고리에 부착된 공구를 사용하여 커버를 풉니다.

►  커버를 우측으로 해제한 후 아래로 해제합니다.

견인이 되는 경우

►  견인 고리를 끝까지 돌려 끼웁니다.

►  견인바를 장착합니다.

►  변속기를 중립 위치로 설정합니다.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특정 구성부품(제동, 

변속기 등)이 손상되어, 다음 번 엔진 시동을 걸 

때 제동 보조 기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절대 주행 바퀴를 

지면에 두고 차량을 견인하지 마십시오.

►  스티어링을 잠금해제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합니다.

►  두 차량의 비상등을 모두 켭니다.

►  부드럽게 출발한 후 짧은 거리만 서서히 주행합니다.

다른 차량 견인
후방 나사에 접근하려면
 

 

►  견인 고리에 부착된 공구를 사용하여 커버를 풉니다.

►  커버를 아래로 당깁니다.

견인하려면

►  견인 고리를 끝까지 돌려 끼웁니다.

►  견인바를 장착합니다.

►  두 차량의 비상등을 모두 켭니다.

►  부드럽게 출발한 후 짧은 거리만 서서히 주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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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기술 데이터 및  
견인 하중

엔진
엔진 특성은 차량 등록 문서와 판매 브로슈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발행 시점에 확인 가능한 값만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값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대 출력은 유럽 법률(지침 1999/99/EC)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시험대에서 형식 승인된  

값과 일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중량 및 견인 하중
차량과 관련이 있는 중량 및 견인 하중은 등록 문서 및 

판매 브로슈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값은 제조사 명판 또는 라벨에도 표시되어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표시된 GTW(Gross Train Weight, 최대 결합 중량) 및 

견인 하중값은 최대 해발 1,000m까지 적용됩니다. 견인 

하중값은 고도 1,000m가 추가될 때마다 10%씩 감소

해야 합니다.

최대 승인 전축 하중은 견인바에 허용된 중량과 일치합

니다.

외부 온도가 높은 경우 엔진 보호를 위해 차량의 

성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37°C

보다 높은 경우 견인 하중을 줄이십시오.

경량 차량으로 견인할 경우에도 노면 유지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를 견인하면 제동 거리가 길어집니다.

차량을 사용하여 견인할 때에는 100km/h(62mph)의  

속도를 초과하지 마십시오(시행 중인 해당 지역 법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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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및 견인 하중 - 가솔린

엔진 PureTech 130 S&S PureTech 150 PureTech 180 S&S

변속기 EAT8

(자동 8단)

EAT8

(자동 8단)

EAT8

(자동 8단)

코드 EB2ADTS ATN8 STT Euro 6.3 EP6FADTXMD ATN8 Euro 6.1 EP6FADTXD ATN8 STT Euro 6.3

모델 코드:

F...

PHNS/T 3DGW/P 35GF/T

용적량(cc) 1199 1598 1598

최대 출력: EC 표준(kW) 96 110 133

연료 무연 무연 무연

브레이크 장착 트레일러(GTW 한도 내에서)(kg)

- 10%~12%의 경사도

1100* /1400** 600/1600*** 1600

브레이크 미장착 트레일러(kg) 710 600/730*** 740

최대 승인 전축 하중(kg) 70 70 70

*  액세서리로 장착된 견인 장치의 경우

**  출고 시 장착된 견인 장치의 경우

***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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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PureTech 215 PureTech 225 S&S

변속기 EAT8

(자동 8단)

EAT8

(자동 8단)

코드 EP6FADTXM ATN8 Euro 6.1 EP6FADTX ATN8 STT Euro 6.3

모델 코드:

F...

3EGP/P P5GG/T

용적량(cc) 1598 1598

최대 출력: EC 표준(kW) 158 165

연료 무연 무연

브레이크 장착 트레일러(GTW 한도 내에서)(kg)

- 10%~12%의 경사도

600/1600*** 1600

브레이크 미장착 트레일러(kg) 600/740*** 740

최대 승인 전축 하중(kg)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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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엔진 및 견인 하중 - 디젤

엔진 BlueHDi 130 S&S BlueHDi 130 S&S

변속기 EAT8

(자동 8단)

EAT8

(자동 8단)

코드 DV5RCM ATN8 STT Euro 6.1 DV5RC ATN8 STT Euro 6.3

모델 코드:

FB...

YHZ/P YHZ/T

용적량(cc) 1499 1499

최대 출력: EC 표준(kW) 96 96

연료 디젤 디젤

브레이크 장착 트레일러(GTW 한도 내에서)(kg)

- 10%~12%의 경사도

600 1500

브레이크 미장착 트레일러(kg) 600 740

최대 승인 전축 하중(kg)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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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엔진 및 견인 하중 - 충전식 하이브리드

E-TENSE 225

코드 EP6FADTXHPD EATN8 FWD Euro 6.3

모델 코드:

F3...

DGZ/T

브레이크 장착 트레일러(GTW 한도 내에서)(kg)

- 10%~12%의 경사도

1400

브레이크 미장착 트레일러(kg) 750

최대 승인 전축 하중(kg) 70

가솔린 엔진 PureTech 180

변속기 전동 자동 8단

용적량(cc) 1598

최대 출력: EC 표준(kW) 133

연료 무연

전동 모터

기술 영구자석형식

최대 출력: EC 표준(kW) 81

구동 배터리

기술 리튬-이온

전압(Volt AC) 240-400

설치 용량(kWh) 12.4

병합 전력(kW)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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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mm)
이와 같은 치수는 공차 상태에서 측정되었습니다.

 

 

* 미러가 접힌 상태
** 미러가 펴진 상태

 

 

 

 

식별 표식
차량 식별 및 조사를 위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표식입니다.
 

 

A. 차대번호(VIN) (본넷 아래)

섀시에 각인되어 있음

A. 차대번호(VIN) (대시보드상에)

접착 라벨에 인쇄되어 있으며 윈드스크린을 통해 확인 가능

C. 제조사 라벨

우측 도어에 부착되어 있음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제조사명

- 전유럽 차량 형식 승인 번호

- 차대번호(VIN)

- 차량 총중량(GVW)

- 최대 결합 중량(GTW)

- 프론트 액슬의 최대 중량

- 리어 액슬의 최대 중량

D. 타이어/페인트 코드 라벨

운전석 도어에 부착되어 있음

다음과 같은 타이어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타이어 공기압(공차 및 적재 시)

- 치수 및 유형과 하중 및 속도 지수로 구성된 타이어 제원

- 스페어 타이어 공기압

페인트 색상 코드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냉간 타이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라벨에 표시된 값보다 하중 및 속도 지수가 높은 

타이어가 차량에 본래 장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차량에 승인된 타이어 

핏에 관하여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타이어 효율 등급

모델명 제조사 시리즈 타이어 크기 회전저항 계수(RRC)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G)

DS4 Michelin ePrimacy 205/55R19 N/A N/A

* 타이어 효율 등급은 차량 옵션 및 사양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관한 최신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
DS IRIS SYSTEM - 10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스크린

10
DS IRIS SYSTEM -  
10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스크린

GPS 내비게이션 - 애플리케이션 
- 멀티미디어 오디오 시스템 - 
블루투스® 전화

설명된 기능과 설정은 차량 및 구성, 판매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의 조작은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점화 스위치를 켜고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 블루투스®를 통한 시스템과 스마트폰 페어링

- 스마트폰 사용

- 미러 스크린(Apple®CarPlay® 또는 Android Auto)

에 연결

- 시스템 설정 및 구성 변경

시스템이 대기 모드로 곧 전환되는 경우 Energy 

economy mode(에너지 절약 모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에너지 절약 모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실용적인 

정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M 라디오 선택 모드는 전기 및 충전식 하이브

리드 차량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고

내비게이션은 주행 보조 기능으로, 운전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모든 안내 지침을 철저

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다음의 약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https://www.tomtom.com/en_gb/legal/eula 

-automotive/?388448

첫 단계
점화 스위치를 켜면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짧게 누름, 점화 스위치 꺼짐: 시스템 켜짐/꺼짐

짧게 누름, 점화 스위치 켜짐: 음소거/음향 복구

길게 누름, 점화 스위치 켜짐: 대기 모드 시작(음소거, 화면 

및 시계 표시 꺼짐)

►  노브나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음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사양에 따라 다름).

정보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디오 장비 및 전화 컨트롤 및 관련 정보 디스플레이

- 커넥티드 서비스 및 관련 정보 디스플레이

- 내비게이션 시스템 컨트롤 및 관련 정보 디스플레이 

(사양에 따라 다름)

- 음성 인식(사양에 따라 다름)

- 시간 및 외부 온도

- 히팅/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컨트롤 및 설정 알림

- 주행 보조 편의 및 안전 기능, 확장된 헤드업 디스

플레이(차량과 사양에 따라 다름), 오디오 장비 및 디지털 

계기판 설정

-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유 기능 설정

- 시각 조작 보조 기능 표시

- 대화형 사용설명서

- 비디오 설명서(예: 화면 관리, 주행 보조 기능, 음성 인식)

상단 배너

다음과 같은 특정 정보가 터치 스크린의 상부 배너에 

계속 표시됩니다.

- 차량의 센서에서 감지된 외부 온도(결빙 위험이 있을 

때 파란색 기호 관련)

- 운전석과 승객석 에어 컨디셔닝의 온도 설정 알림

- 내비게이션 정보 알림(차량에 따라 다름)

- 연결된 스마트폰의 충전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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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연결 상태(블루투스®, Wi-Fi, 휴대폰 네트워크)

- 시간

- 미러 스크린® 기능에 대한 퀵 액세스(연결된 스마트폰

과 관련)

터치 스크린의 상단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하여 

알림 센터에 액세스하고 빠른 설정 목록(게스트, 개인보호 

설정, 밝기, 내 장치, 야간 모드 등)을 표시합니다.

원리
►  이 버튼(HOME)을 사용하여 가장 최근에 

사용한 홈페이지를 표시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첫 번째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터치 스크린에 

표시된 가상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을 따라 손가락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밀어 

홈페이지를 스크롤합니다.

시스템의 이동 원리

화면에 표시된 페이지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이 손가락을 

밀어 텍스트 또는 메뉴(화면 왼쪽)를 스크롤합니다.

터치 버튼

콘텍스트 메뉴 표시/숨기기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  기능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해당 라인의 설명을 누릅

니다(슬라이더를 오른쪽/왼쪽으로 밀어 변경 확인: 기능 

작동/해제).

기능 관련 추가 정보 이용

기능 설정 이용  

단축키 추가/삭제  

프로필 구성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Profile"(프로필) 탭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에 내장된 "Guest"(게스트) 프로필이 화면에 표시

되며 이를 통해 관련된 모바일 장치 연결 여부에 관계없이 

몇 가지 새로운 프로필을 생성하고 맞춤 설정할 수 있습

니다.

"Guest"(게스트) 프로필에는 추가하거나 초기 

구성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본 디스플레이가 있습

니다. 이 프로필은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으며 삭제할 수 

없습니다.

생성된 각 프로필은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된  

선택한 모바일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장치의 블루투스® 기능이 먼저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됨으로써 시스템은 시작 시 차량 내 운전자의 존재 

유무를 감지하여 맞춤 설정된 프로필을 작동하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모바일 장치는 프로필에 대한 액세스 키의 역할을 

하며 연결된 개인보호 모드의 마지막 값을 복원합니다.

프로필이 모바일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한 

마지막 프로필이 강조 표시됩니다.

"Create Profile"(프로필 생성)을 선택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새 프로필을 생성하면 다음 사항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

니다.

- 언어, 단위, 개인보호 설정

- 화면 구성, 외관, 스마트 터치(SMART TOUCH) 

(차량에 따라 다름)

- 오디오 설정, 즐겨찾는 라디오 방송국

- 실내 무드등("편의" 섹션 참조)

- 내비게이션 기록, 즐겨찾는 관심 지점(POI), 내비게이션 

설정

- 몇 가지 주행 보조 기능 및 즐겨찾기 목록

프로필을 삭제하려면 프로필 목록에서 선택한 다음 

휴지통을 누릅니다.

개인보호 설정
"개인보호 설정" 관리는 각 프로필과 연관됩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함께 사용됩니다.

"Private Mode"(개인보호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구성된 

"Guest"(게스트) 프로필

또는

모바일 장치 연결 유무에 관계없이 시스템에서 생성할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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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모드값은 "Private 

Mode"(개인보호 모드)로 설정됩니다.

연결된 모바일 장치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키로 기능

합니다. 우선 모바일 장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작동시

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 모드값이 복구됩니다.

"Share Data and Location"(데이터 및 위치 

공유)

이 모드를 통해 차량은 이용 가능한 각각의 유효한 커넥

티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개인 정보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전송됩니다.

"Share Data"(데이터 공유)

이 모드를 통해 차량은 차량 위치 데이터(예: 

GPS 좌표)를 제외하고, 이용 가능한 각각의 유효한 커넥

티드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부 커넥티드 서비스는 차량 위치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rivate Mode"(개인보호 모드)

이 모드에서는 차량 외부로 개인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커넥티드 서비스는 기능이 제한된 차량 내부에서 

로컬 처리만 수행합니다.

이 모드는 관리 기능(비상 또는 지원 전화) 또는 

상업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동의한 특정 

서비스(커넥티드 알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전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특정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법인 차량, 정부 배정 차량 등), 

일부 개인보호 모드는 서비스의 데이터 공유 요건에 

따라 화면에서 사용자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드를 변경하려면 터치 스크린의 상단 가장자리를 아래

로 스와이프하여 모든 퀵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선택한 모드를 선택합니다. 모드가 

강조 표시됩니다.

또는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를 선택합니다.

"Privacy Settings"(개인보호 설정)를 선택합

니다. 

모드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포털
최초 이용 시, 차량이 인식되면 사용자가 인터넷 포털을 

사용할 거주 국가를 선택하도록 유도됩니다.

국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알림 센터에 알림이 저장되고 

국가를 선택하면 사라집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밀어 모든 알림을 표시합니다.

이용 가능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국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ed Services"(커넥티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국가를 선택합니다.  

처음 사용 시, 연결된 모바일 장치를 통해 시스템이 

사용자의 프로필에 연결됩니다. 연결된 모바일 

장치는 저장된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키로 기능합니다. 

모바일 장치의 블루투스® 기능을 먼저 작동시킵니다.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면 필요에 따라 인증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인증은 현재 프로필에 연결된 모바일 

장치를 통해 저장되어 추후 사용됩니다.

모바일 장치가 현재 프로필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게스트 

프로필이 사용되는 경우 사용할 때마다 인증이 요청됩

니다.

"Guest"(게스트) 프로필을 사용할 경우 사용 

시마다 ID 확인이 요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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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업데이트

장치의 원격 관리 및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의 

원격 업데이트

커넥티드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의 필수 부분으로, 전술한 커넥티드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의 필수 업데이트 및 장치의 필수 

관리는 특히 "공중파(Over the Air)" 기술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점화 스위치를 켤 때마다, 휴대폰 네트워크

를 사용할 수 있다면 차량과 제조사 장치 관리 서버 

간에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보안 연결이 설정됩니다.  

차량의 사양에 따라, 연결 구성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Connected vehicle"(커넥티드 

차량)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커넥티드 서비스에 대한 유효한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장치의 보안과 관련되거나 이와 연결된 장치의 원격 

관리 및 소프트웨어와 펌웨어의 업데이트는 제조사에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차량 사용자 및 승객 각각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행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보안 연결 설정 및 해당 원격 

업데이트는 개인보호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련 

알림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자가 초기화한 후 실행되

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외부의 Wi-Fi 네트워크 또는 휴대폰 네트워크에 

연결될 경우 업데이트 수신 여부를 알릴 수 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는 Wi-Fi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다운로드

됩니다.

업데이트 가능 여부는 주행이 끝나면 화면에 알림이 표시

되며 즉시 설치하거나 설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간은 변동될 수 있고 몇 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최대 

소요 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알림은 업데이트의 예상 소요 

시간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업데이트 정보는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Updates"(업데이트) 탭을 선택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외부의 Wi-Fi 네트워크를 통한 

업데이트 자동 다운로드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는 점화 스위치를 켜되 엔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다음의 경우 설치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엔진 작동 시

- 비상 전화 진행 시

-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

- 전기차 충전 시

업데이트가 실패하거나 만료된 경우 DS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트로엥은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단, 스마트폰에서 Wi-Fi 및 휴대폰 네트워크를 사용

할 경우 약정에 포함된 데이터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동 통신사에서 청구합니다.

맞춤 설정
시스템 홈페이지 중 하나에서 화면을 길게 누릅

니다.

또는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ustomisation"(사용자 지정) 탭을 선택합

니다.

"Displays"(디스플레이) 필드를 누릅니다.

2개 부분으로 분할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나가려면 언제든지 HOME 버튼을 누르

십시오.

화면 맞춤 설정
"Customise Touchscreen"(터치 스크린 사용자 

정의) 부분에서 연필 모양을 누릅니다.

다른 홈페이지(HOME) 위젯의 구성이 표시됩니다.

위젯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축소된 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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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 추가

위젯을 추가하려면 화면 왼쪽의 "Widget"(위젯)을 

누릅니다.

또는

화면에서 이 버튼들 중 하나를 누릅니다.  

원하는 위젯을 선택합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릅니다.

홈페이지(HOME)에서 위젯 구성

위젯을 이동하려면 길게 누른 다음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합니다.

페이지 추가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화면 왼쪽의 "Page"(페이지)

를 누릅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릅니다.

위젯 삭제

위젯을 휴지통으로 이동하려면 길게 누른 다음 

휴지통으로 드래그합니다.

계기판 맞춤 설정
"Customise Driver Information"(운전자 정보 

사용자 정의) 부분에서 연필 모양을 누릅니다.

다른 위젯 구성에 대한 수정사항은 계기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위젯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축소된 창

입니다.

위젯 추가

위젯을 추가하려면 화면 왼쪽의 "Widget"(위젯)

을 누릅니다.

또는

화면에서 이 버튼들 중 하나를 누릅니다.  

원하는 위젯을 선택합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릅니다.

위젯 삭제

위젯을 휴지통으로 이동하려면 길게 누른 다음 

휴지통으로 드래그합니다.

스마트 터치(SMART TOUCH) 
맞춤 설정

(사양에 따라 다름)

SMART TOUCH(스마트 터치)를 길게 누릅니다. 

6개의 단축키가 표시됩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어 컨디셔닝 

페이지, 라디오 페이지 등)에 액세스하거나 작업

을 수행합니다(온도를 21°로 설정, 선택한 디렉터리 

연락처 호출 등).

단축기를 짧게 눌러 바꿉니다. 적합한 모든 단축키를 나타 

내는 패널이 표시되고 알림 또한 수행해야 할 다음 단계를  

안내합니다.

필요한 새로운 단축키를 선택합니다. 이는 스마트 터치

(SMART TOUCH)에 복제되며 원래 선택한 단축키를 

대체합니다. 알림은 이러한 사항도 안내합니다.

언제든지 이 기능을 종료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

거나 기본 "Home"(홈) 버튼을 누릅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음성 컨트롤:

짧게 누름, 시스템 음성 명령(사양에 따라 다름)

길게 누름, 시스템을 통해 블루투스® 또는 미러 스크린® 

(Apple®CarPlay®/Android Auto)을 사용하여 연결한 

스마트폰의 음성 명령

음량을 증가시킵니다.  

음량을 감소시킵니다.

음소거: 음량 감소 버튼을 길게 누름

두 음량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음향을 복구합니다.

전화 수신 중(짧게 누름):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 중(짧게 누름): 통화를 종료합니다.

전화 수신 중(길게 누름): 전화 수신을 거부합니다.

부재 중(짧게 누름):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된 전화기의 

통화 기록에 액세스합니다.

미러 스크린® 연결됨(짧게 누름): 미러 스크린® 사양에서 

전화 애플리케이션의 투사 화면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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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이전/다음 방송국 자동 검색(이름 

또는 주파수 별로 정렬된 라디오 방송국 

목록에서)

매체: 이전/다음 트랙, 이 목록에서 이동합니다.

전화: 전화 통화 기록을 찾습니다.

짧게 누름: 선택 항목을 확인합니다. 선택 항목이 없을 경우 

목록을 표시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눌러 애플리케이션 월에 

액세스합니다.

임의의 페이지에서 세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 

스크린을 눌러 앱 월을 표시합니다.

도움말

사용설명서에 액세스하여 지침을 확인합니다.

매체

오디오 소스 또는 라디오 방송국을 선택합니다.

미러 스크린®

스마트폰을 미러 스크린®으로 연결한 경우: 

Apple®CarPlay® 또는 Android Auto의 투사 화면에 

액세스합니다.

스마트폰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내비게이션

(사양에 따라 다름)

내비게이션 설정에 들어가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차량의 사양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음성 명령

(사양에 따라 다름)

시스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폰 음성 인식을 사용

합니다.

전화

전화기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전화기가 연결된 경우: 통화 기록, 연락처 및 전화기 설정

에 액세스합니다.

2대의 전화기가 연결된 경우: 우선순위가 있는 전화기 

내용에 액세스합니다. 전화기의 우선순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오디오 시스템, 터치 스크린 및 디지털 계기판의 

기본 설정

음성 명령

첫 단계

(사양에 따라 다름)

음성 인식 서비스는 최소 17개 언어(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영국), 영어(미국), 아랍어, 브라질어, 중국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웨덴어, 터키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에서 선택하고 

이전에 구성한 언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차량이 주행 중인 장소가 이동통신 네트워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2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언어는 온보드 언어라 지칭하며 시스템에 다운

로드됩니다.

선택한 언어가 다운로드되지 않으면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최초에 연결되지 않은 즉시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되고 

다운로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려면 Wi-Fi 

네트워크를 통해 미리 다운로드합니다(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점화 스위치를 켬).

화면에 표시된 다운로드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다운로드하면 가장 적게 사용된 

온보드 언어가 삭제됩니다.

정보 - 시스템 사용
음성 명령이 활성화되면 신호음이 울린 후 명령을 

말합니다.

여러 단계로 된 명령의 경우,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초기 요청을 완료합니다.

일부 명령은 7초 후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시스템이 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음성 메시지 및 화면 

디스플레이로 이러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음성 인식 열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소스(후진, 비상 또는 

지원 전화, 전화 통화, 기타 스마트폰 음성 인식이 

이미 실행된 경우)가 없는 경우, 음성 인식을 모든 화면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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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 열기 선택:

►  "OK Iris"(오케이 아이리스)라고 말합니다.

또는

►  스티어링 휠의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  터치 스크린 버튼을 누릅니다.

시스템이 항상 음성 명령을 인식하도록 하려면 

다음의 권장사항을 따르십시오. 

- 말을 끊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보통 어조의 자연

스러운 언어를 사용합니다.

- 스티어링 휠 장착 버튼 또는 터치 스크린의 버튼으로  

음성 인식을 연 후에는 항상 "삐 소리"(신호음)가 날 

때까지 기다린 후 말합니다. "OK Iris"(오케이 아이리스)

라고 말하여 음성 인식을 연 경우에는 "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 최적의 작동을 위해 윈도우 및 선루프를 닫아(사양에 

따라 다름) 외부의 간섭을 방지하고 환기 기능을 끕니다.

- 음성 명령을 말하기 전에 다른 승객에게 말하지 

않도록 요청합니다.

에어 컨디셔닝에 대한 음성 명령 예시:

"Raise the fan speed"(팬 속도를 높여줘)

"Turn on air conditioning"(에어 컨디셔닝을 켜줘)

"I’m too hot"(너무 더워)

라디오 및 매체에 대한 음성 명령 예시

"I want to listen to michael jackson"(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듣고 싶어)

"Switch to radio"(라디오로 바꿔줘)

"Tune to 88.5"(88.5로 맞춰줘)

USB 연결 시에만 매체의 음성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한 음성 명령 예시:

"Navigate home"(집으로 안내해줘)

"Navigate me to gabrielle’s house"(가브리엘의 집으로 

안내해줘)

"Search for public parking nearby"(근처의 공용 주차

장을 검색해줘)

국가에 따라 시스템에 구성된 언어로 목적지 

(주소)를 명령합니다.

전화기에 대한 음성 명령 예시:

"Call Matthew’s mobile"(매튜의 휴대폰으로 

전화해줘)

"Call 0113 345 9869"(0113 345 9869번으로 전화

해줘)

"Call jonathan"(조나단에게 전화해줘)

블루투스®로 연결된 전화기가 없는 경우 음성 

메시지: "Connect a telephone by Bluetooth®" 

(블루투스®로 전화기를 연결하십시오)가 안내되고 

음성 세션이 종료됩니다.

날씨에 대한 음성 명령 예시:

"Do I need a raincoat"(비옷이 필요할까?)

"How is the weather tonight"(오늘밤 날씨가 어때?)

"What is today’s humidity level"(오늘 습도는 어때?)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홈 화면

(사양에 따라 다름)

추가 비디오에 접속
 

 

https://www.tomtom.com/

PSAGroup-Connected-Nav

"Navigation"(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Search"(검색)를 눌러 주소나 명칭을 입력합

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옵션의 기본 메뉴가 표시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3D/2D 모드가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연속해서 눌러 "Sound activated" 

(음성 활성화), "Alerts only"(경보만) 및 "Silent" 

(무음)를 선택합니다.

"plus"(플러스)/"minus"(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줌인/아웃 하거나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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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메뉴

"Navigation"(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홈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옵션의 기본 메뉴가 표시

됩니다.

"Search"(검색)를 선택하여 주소, 명칭 또는 일부 

관심 지점을 입력합니다.

이전에 "Add home"(집 추가)에 저장된 주소를 

사용하여 "Go home"(집으로 가기)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My places"(내 장소)에 저장된 주소를 

사용하여 "Go to work"(직장에 가기)을 선택합

니다.

최근에 검색한 목적지를 표시하려면 "Recent 

destinations"(최근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Current trip"(현재 트립)을 선택하여 또 다른 

메뉴를 열고 현재 계획한 경로에 대한 다양한 작동

을 수행합니다.

"My places"(내 장소)를 선택하여 즐겨찾는 목적지 

및 저장된 장소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My trips"(내 트립)를 선택하여 즐겨찾는 경로를 

표시합니다.

"Parking"(주차)을 선택하여 해당 장소의 다양한 

주차 옵션을 표시합니다.

"Service station"(주유소)을 선택하여 현재 경로 

또는 현재 위치와 가까운 여러 주유소를 표시합

니다.

"TomTom service"(TomTom 서비스)를 선택

하여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합니다.

"Settings"(설정)를 선택하여 차종을 입력하고 

디스플레이, 음성 안내, 맵 옵션, 여행 계획, 음향 

및 경보 및 시스템 정보를 맞춤 설정합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면 법률 정보 및 소프트웨어 버전

에 대한 세부 내용이 표시됩니다. 사용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및 그 라이선스 URL에 대한 세부 

내용

Wi-Fi 액세스 지점에 정기적으로 연결할 경우 

매핑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커넥티드 서비스 및 옵션 가입은 물론 차량, 판매 국가, 

차량의 사양 수준에 따라 휴대폰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매핑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성

USB를 통한 무선 장치 연결
모바일 장치를 USB로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인증된 매체 콘텐츠를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iPod® 유형의 매체 콘텐츠).

하나의 USB 소켓만 사용하여 호환 가능한 연결된 

모바일 장치를 미러 스크린(Apple®CarPlay® 

또는 Android Auto)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터치 스크린

에서 장치의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러 스크린® 기능과 호환되는 USB 소켓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편의 - 장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USB 케이블로 연결하면 모바일 장치가 충전 모드가 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장치의 원래 USB 케이블, 

가급적 짧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

니다.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USB 허브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블루투스® 연결
블루투스®를 통해 차량 시스템에 모바일 장치를 연결하면 

해당 콘텐츠 및 "매체" 스트리밍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모바일 장치의 블루투스® 메뉴 또는 장치  

시스템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처음 연결 시 "My Devices" 

(내 장치) 메뉴를 열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연락처 및 최근 통화를 동기화하기 

위해 장치를 잠금해제하고 인증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은 장치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치 모델 또는 스마트폰의 부분 또는 전체 호환성에 

관한 정보는 브랜드의 국가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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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페어링 절차

모바일 장치의 블루투스® 메뉴의 감지된 장치 

목록에서 시스템 이름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의 블루투스®를 표시하려면 먼저 시스템

에서 "My Devices"(내 장치) 메뉴를 엽니다.

시스템 및 장치에서 제안된 첫 번째 연결 절차를 계속합

니다.

예시: 페어링 코드의 유효성 검사 중

시스템의 페어링 절차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 탭을 선택합니다.

"My Devices"(내 장치)를 선택합니다.  

다음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모바일 장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 확인된 장치 목록(장치가 시스템에 이미 연결된 경우)

또는

- 감지된 장치 목록(장치가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이전에 시스템에서 삭제된 경우)

시스템에 이미 연결된 모바일 장치는 사용자  

프로필이 선택된 후 차량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My Devices"(내 장치) 메뉴를 여는 즉시 자동 재연결

이 보류됩니다. 이는 새 장치 연결 시에 블루투스®가 

표시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석 도어가 열리고 점화 스위치가 꺼지면 시스템이 

해제됩니다

자동 재연결

사용자 프로필이 선택될 경우, 시스템은 이미 연결 및 감지

된 장치를 자동으로 재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연결되는 장치는 선택한 사용자 프로필에 

연결된 장치이거나, 연결이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연결

된 장치입니다.

Wi-Fi 연결
시스템에는 시스템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한 외부 Wi-Fi 

연결 모드가 있습니다.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 탭을 선택합니다.

"Wi-Fi"(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  

"Wi-Fi"(와이파이)를 작동/해제합니다.

시스템이 주변의 Wi-Fi 네트워크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몇 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결할 Wi-Fi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보안 수준을 갖춘 

네트워크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 수준에 해당

하는 WPA2 암호화 수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이미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는 시스템

에서 감지되는 즉시 그리고 이전에 Wi-Fi 기능을 

활성화한 후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미러 스크린® 무선 연결을 통해 이미 연결된 장치

에 시스템의 Wi-Fi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합

니다. 이 경우 USB 소켓을 사용하여 미러 스크린®을 

연결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장치 관리
무선 연결(블루투스® 또는 무선 미러 스크린® 연결)을  

통해 시스템에 이미 연결된 각 장치의 경우 선호하는 연결  

모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장치가 지원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 다름). 따라서 프로필 선택 후 시스템이 시작될 때마다 

무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장치를 연결할지 무선 미러 

스크린® 연결을 통해 장치를 연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를 선택합니다.

"My Devices"(내 장치)를 눌러 페어링된 장치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장치 연결을 관리합니다.

연결 유형을 선택한 다음 "APPLY"(적용)를 눌러 

이러한 선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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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삭제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를 선택합니다.

"My Devices"(내 장치)를 눌러 페어링된 장치 

목록을 표시합니다.

이 버튼을 누릅니다.  

"DELETE"(삭제)를 누릅니다.

"YES"(예)를 눌러 확인합니다.

시스템에서 방금 삭제된 일부 장치가 연결을 

요청할 경우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십시오.

미러 스크린®

스마트폰이 미러 스크린®을 통해 연결된 경우 

차량의 위치 및 일부 차량 데이터가 스마트폰에 

전송됩니다(예: 브랜드, 좌핸들 또는 우핸들 차량, 

주간/야간 모드, 실제 속도).

Apple®CarPlay® 스마트폰 연결
USB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무선 연결을 통해 하나의 

Apple®CarPlay® 스마트폰 연결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ple® 스마트폰에서 CarPlay® 기능을 먼저 

작동시키십시오.

장치를 연결하지 못할 경우 Apple 웹사이트를 참조

하여 장치가 이 기능과 호환되는지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스마트폰과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연결을 삭제한 후 새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미러 스크린과 호환되는 USB 소켓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USB 연결이 설정된 후 몇 초 이내에 Apple®CarPlay®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경우에 따라 장치를 잠금해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되면 스마트폰이 충전됩니다.

하나의 USB 소켓만 사용하여 미러 스크린® 연결

(Apple®CarPlay®)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의 - 장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최적의 성능을 위해 장치의 원래 USB 케이블, 가급적 

짧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y Devices"(내 장치) 메뉴에서 Apple®CarPlay® 

장치의 무선 연결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먼저 작동시킵니다.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를 선택합니다.

"My Devices"(내 장치)를 선택하여 Apple® 

CarPlay®에 연결할 장치를 표시합니다.

장치가 블루투스®를 통해 이미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확인된 장치 목록에서 장치 설정을 선택하고 Apple® 

CarPlay®를 무선 연결 모드로 선택합니다.

장치가 이전에 시스템에 연결된 적이 없는 경우 페어링 

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Apple®CarPlay®와 호환되는지를 

감지하고 페어링 절차 후 연결하도록 제안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연결하려면 장치에서 블루

투스®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연결이 설정되는 즉시 이 버튼을 눌러 "Apple® 

CarPlay®"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버튼을 길게 누르고 "Siri" 

(쉬리)라고 말하면 스마트폰의 음성 명령이 초기화

됩니다.

Android Auto 스마트폰 연결
USB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무선 연결을 통해 하나의 

Android Auto 스마트폰 연결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Play Store"를 통해 스마트폰에 "Android Auto"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십시오.

"Android Auto" 기능을 이용하려면 호환 가능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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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연결하지 못할 경우 Android Auto 웹사이트

를 참조하여 장치가 이 기능과 호환되는지 점검하십

시오.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스마트폰과 시스템에 저장된 

모든 연결을 삭제한 후 새 연결을 시도하십시오.

최적의 무선 연결을 위해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Wi-Fi 네트워크에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러 스크린®과 호환되는 USB 소켓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설정된 후 몇 초 이내에 Android Auto는 USB 연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최초 연결 시 차량을 멈춘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USB 케이블로 연결되면 스마트폰이 충전됩니다.

하나의 USB 소켓만 사용하여 미러 스크린® 연결

(Android Auto)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의 - 장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최적의 성능을 위해 장치의 원래 USB 케이블, 가급적 

짧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y Devices"(내 장치) 메뉴에서 Android Auto 장치의 

무선 연결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먼저 작동시킵니다.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 탭을 선택합니다.

"My Devices"(내 장치)를 선택하여 Android 

Auto에 연결할 장치를 표시합니다.

장치가 블루투스®를 통해 이미 시스템에 연결된 경우, 

확인된 장치 목록에서 장치 설정을 선택하고 Android 

Auto를 무선 연결 모드로 선택합니다.

장치가 이전에 시스템에 연결된 적이 없는 경우 페어링 

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연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은 스마트폰이 Android Auto와 호환되는지를 

감지하고 페어링 절차 후 연결하도록 제안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연결하려면 장치에서 블루

투스®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연결이 설정되는 즉시 이 버튼을 눌러 "Android 

Auto"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 버튼을 길게 누르고 "OK 

Google"(오케이 구글)이라고 말하면 스마트폰의 

음성 명령이 초기화됩니다.

매체

소스 변경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눌러 소스를 변경합니다(라디오, USB 

소켓, 블루투스® 또는 미러 스크린®을 통한 오디오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국 선택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Player"(플레이어) 탭을 선택합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라디오 방송국이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또는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위 또는 아래로 주파수를 

수동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버튼을 누릅니다.  

가상 키패드를 사용하여 주파수 값을 입력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Stations"(방송국) 탭을 누르면 방송국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ute"(음소거)를 눌러 음향을 작동/해제합니다.

USB 소켓이 12V 소켓에 연결된 충전기와 같이 

해당 브랜드가 승인하지 않은 전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라디오 수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언덕, 건물, 터널, 지하 주차장 등)으로 인해 

수신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RDS 모드일 때 수신 포함). 

이러한 현상은 전파가 송신되는 방식의 일반적인 결과

이므로 시스템의 오작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8
DS IRIS SYSTEM - 10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 스크린

10
라디오 방송국 저장
방송국을 선택합니다.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Player"(플레이어) 탭을 선택합니다.

"Radio Favourites"(즐겨찾는 라디오)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 중 하나를 짧게 또는 길게 누르거나 대체될 

기존의 즐겨찾는 라디오 방송국을 길게 누르면 

저장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방송국 자동 검색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자동 검색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Stations"(방송국) 탭을 선택합니다.

검색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 버튼을 누릅

니다.

검색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라디오 방송국 추적 기능 작동
시스템이 더 나은 수신 상태가 되도록 주파수를 자동으로 

변경합니다.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Settings"(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Radio Station Tracking"(라디오 방송국 추적)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슬라이더가 켜지는 것으로 이 기능이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역 변경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Player"(플레이어) 탭을 선택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판매 국가에 따라 대역(FM - 

AM - DAB)을 변경합니다.

교통 방송 기능 작동
이 기능은 교통 방송 경고 메시지 청취를 우선시합니다.  

이 기능이 작동하려면 TA 메시지를 전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이 양호하게 수신되어야 합니다. 교통 정보가 방송

되면 현재의 라디오 방송이 자동으로 중단되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종료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Settings"(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Traffic Announcement(TA)"(TA(교통 방송))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슬라이더가 켜지는 것으로 이 기능이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디오 스트리밍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블루투스®, USB(iPod® 유형) 

또는 미러 스크린®을 통해 연결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오디오 스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용 장치의 음량을 고음으로 조절합니다.

그런 다음, 시스템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재생이 시작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 오디오 재생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용 장치를 통해서나 시스템의 터치 버튼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모드에서 연결된 경우, 스마트폰은 

미디어 소스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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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재생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연결된 장치가 여러 개인 경우 이 버튼을 눌러  

1개를 선택합니다.

장치가 연결된 경우 "Playlist"(재생 목록) 또는 "Library" 

(라이브러리) 버튼을 눌러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짧게 누름: 이전/다음 트랙으로 이동

길게 누름: 트랙에서 빨리 감기/되감기

현재 제목 또는 선택한 제목의 목록을 반복합니다.

임의의 트랙을 재생합니다.

음향을 비활성화/재활성화합니다.  

오디오 및 라디오 설정 구성
2가지 방식으로 오디오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Media"(매체)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Settings"(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또는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Audio and Radio"(오디오 및 라디오)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음향 설정

- 라디오 설정

- 음량 설정

정보 및 권장사항
시스템은 USB 소켓을 통해 USB 대용량 저장장치 또는 

Apple® 장치를 지원합니다. 어댑터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장치는 오디오 시스템 컨트롤을 통해 관리됩니다.

시스템은 파일 확장자가 ".wma, .aac, .flac, .ogg, 

.mp3"이고 비트 레이트가 32Kbps~320Kbps인 오디오 

파일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VBR(가변 비트 레이트) 모드도 지원합니다.

다른 파일 형식(".mp4" 등)은 읽을 수 없습니다.

".wma" 파일은 WMA 9 표준이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샘플링 속도는 32, 44 및 48KHz입니다.

읽고 표시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문자(예: " ? 

. ; ù)가 포함되지 않은 20자 미만의 파일 이름을 선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FAT32 형식(File Allocation Table, 파일할당표)의 USB 

메모리 스틱만 사용하십시오.

휴대용 장치에 제공된 본래 USB 케이블을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전화 수신
벨소리가 울리고 화면에 겹쳐진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어 

전화가 수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화 받기: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의 전화기 버튼을 짧게 눌러 

수신되는 전화를 받습니다.

또는

이 터치 스크린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 종료: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의 전화기 버튼을...  

...길게 눌러 통화를 거부합니다.

또는

이 터치 스크린 버튼을 누릅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이 버튼을 눌러 주행 중임을 나타

내는 자동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전화 발신

주행 중에는 전화기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주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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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키패드를 사용하여 전화 발신

"Phone"(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Keypad"(키패드) 탭을 선택한 다음 번호를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눌러 전화를 겁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사용하여 전화 발신

"Phone"(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alls"(통화) 탭을 선택합니다.

또는

스티어링 장착 컨트롤의 전화기 버튼을 짧게 누릅

니다.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통화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

화를 겁니다.

전화기에서 직접 걸 수도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 경우에는 먼저 차량을 주차하십시오.

연락처로 전화

"Phone"(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tacts"(연락처) 탭을 선택합니다.

표시된 목록에서 원하는 연락처를 선택합니다.

연락처 전화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연락처 목록 구성
"Phone"(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Settings"(설정) 탭을 선택하여 전화기 관련 

설정을 표시합니다.

이름이나 성으로 시작하는 연락처를 나열하도록 

선택합니다.

2대의 전화기 연결

시스템은 동시에 2대의 전화기를 연결할 수 있습

니다.

-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2대의 전화기 연결

또는

- 블루투스® 연결로 1대의 전화기, 미러 스크린® 

연결로 1대의 전화기 연결

마지막으로 사용한 전화기에 디스플레이 및 내용의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전화기의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면:

"Phone"(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눌러 전화기의 우선순위를 변경합니다.

설정

화면 디스플레이 구성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ustomisation"(사용자 지정)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실내 무드등과 연결된 화면 색상. "편의"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 음향 배경

- 시각적 환영 인사 및 작별 인사 애니메이션

- 화면 전환 애니메이션

시스템 연결성 관리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Connectivity"(연결성)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블루투스® 연결

- 미러 스크린® 스마트폰 연결(Apple®CarPlay®/Android 

Auto)

- Wi-Fi 연결

- 개인보호 모드

시스템 구성
"Settings"(설정)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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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서 "System"(시스템)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언어

- 날짜 & 시간

- 거리 및 소비 전력 단위(kWh/100 mile - mile, 

mi/kWh - mile, km/kWh - km)

- 온도 단위(°C 또는 °F)

또한 시스템 구성을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 선택

"Language"(언어)를 선택하여 언어를 변경합

니다.

원하는 언어를 누릅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릅니다.

날짜 및 시간 설정

"Date and Time"(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여 날짜와 

시간을 수정합니다.

"Automatic Date and Time"(자동 날짜 및 

시간)이 기본으로 작동되어 해당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수동으로 조정하려면 "Automatic Date and Time" 

(자동 날짜 및 시간)을 해제하십시오.

"Select Time Zone"(시간대 선택) 필드를 누른 다음 

시간대를 규정합니다.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릅니다.

"Time Settings"(시간 설정) 줄을 누른 다음 시간을 설정

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Date"(날짜) 줄을 누른 다음 날짜를 설정합니다.

"OK"(확인)를 눌러 확인합니다.  

시간 형식(12h/24h)을 선택합니다.  

날짜 형식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동절기와 하절기 시간을 자동으로 전환

시키지 않습니다(판매 국가에 따라 다름).

도움말
"Help"(도움말) 애플리케이션을 누릅니다. 

차량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려면 목록에서 "User Manual" 

(사용설명서) 탭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목록에서 "Tutorials"(지침) 탭을 선택하여 화면에서 빠른 

시작 관리, 특정 주행 보조 기능 및 음성 인식에 관한 설명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사용설명서
표시 언어를 선택합니다.  

사용설명서의 홈페이지가 표시됩니다.

검색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

니다.

시각적 검색

차량의 외부와 실내를 나타낸 사진을 통해 주제

에 액세스합니다.

표시등

계기판 경고등/표시등 설명/작동에 액세스합니다.

시스템

다양한 오디오 장비 및 텔레매틱 시스템 전용 

섹션에 액세스합니다.

목차

사용설명서의 주요 섹션을 통해 주제로 이동합

니다.

시각적 검색

Visual search(시각적 검색)를 누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사진 중 하나를 누릅니다.

확대된 화면에서 중요 항목 중 하나를 누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중요 항목과 관련된 주제가 단 1개인 경우 해당 주제 

바로 표시

- 중요 항목과 관련된 주제가 여러 개인 경우 주제 목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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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Indicator lamps(표시등)를 누릅니다.  

경고등/표시등의 모자이크가 표시됩니다.

경고등/표시등이 색상별로 정렬됩니다.

해당 경고등/표시등을 누르면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경고등/표시등 모자이크로 돌아갑니다.

시스템

System(시스템)을 누릅니다.  

오디오 및 텔레매틱 시스템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섹션을 누르면 주제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주제를 누르면 관련 내용이 표시됩니다.

해당 주제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옆으로 드래그

합니다.

주제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목차

Contents(목차)를 누릅니다.  

섹션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섹션을 누르면 주제 목록이 표시됩니다.

해당 주제를 누르면 관련 내용이 표시됩니다.

해당 주제가 2페이지 이상인 경우 옆으로 드래그

합니다.

주제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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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기록 장치(장착 시)
차량에는 전자 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이 제어 

장치는 차량 센서에서 수신된 데이터, 자체적으로 생성된 

데이터 등을 처리하거나 상호 교환합니다. 이 중 일부 제어 

장치는 차량의 올바른 작동에 필요하고 다른 일부는 주행 

중 운전자를 보조하며(주행 또는 조작 보조), 나머지 일부는 

편의 또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 내용은 차량 내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방식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다운로드 및 저장되고 제3자에게 전송되는 특정 데이터 

및 차량에서 사용된 용도에 관한 추가 정보는 "데이터 보호"

라는 키워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해당 

차량의 사용설명서 또는 일반 판매 조건에 포함된 해당 

기능에 대한 참고자료와 직접 연관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작동 데이터
제어 장치는 차량 작동에 사용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의 상태에 관한 정보(예: 속도, 이동 시간, 횡가속, 

타이어 회전 속도, 안전벨트 착용 디스플레이) 

- 환경 조건(예: 온도, 레인 센서, 거리 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일시적인 것으로, 1회의 작동 

주기 이상 저장되지 않으며 차량 자체 내에서만 사용됩

니다. 제어 장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기록합 

니다(차량이 키 포함). 이 기능을 통해 차량의 상태, 부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 정비 요구사항 및 사고와 기술 오류에 

관한 정보를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양 수준에 따라 저장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

니다. 

- 시스템 구성부품의 작동 상태(예: 충전량,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충전 상태) 

- 중요 시스템 구성부품(예: 라이트, 브레이크)의 결함 

및 오작동 

- 특정 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의 반응(예: 에어백 전개, 

스태빌리티 컨트롤 및 제동 시스템 작동) 

- 차량이 손상된 사고에 관한 정보 

- 전기 및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구동 배터리 

충전 레벨 및 예상 주행 가능 거리 

특정 상황(예: 차량이 오작동을 감지한 경우)에서 단순히 

저장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를 기록해야 할 수 있습

니다. 

서비스(예: 수리, 정비)를 위해 차량을 보내는 경우, 저장된 

작동 데이터는 차대번호와 함께 판독되고 필요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비 네트워크(예: 차고지, 제조사) 또는 

제3자(예: 노변 지원 업체)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차량의 

데이터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 및 품질 보장 

조치로 수행되는 작업에도 적용됩니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차량에 장착되는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를 통해 

판독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증 조항에 따라 그리고 

품질 개선을 위해, 차량 또는 부품의 기술 상태를 보고할 때  

활용되며 오작동 진단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특히 부품에 대한 스트레스, 기술적 사고, 작동자 오류 및 

기타 오작동과 관련한 정보는 필요 시 차대번호와 함께 

시트로엥에 전송됩니다. 시트로엥의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트로엥은 제품 리콜 시 차량에서 수집한 작동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고객의 보증 

및 보증에 따른 클레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에 저장된 모든 오작동은 정비 또는 수리 작업 도중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AS 서비스 업체에서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편의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
편의 설정 및 맞춤형 설정은 차량에 저장하고 언제든지 

수정 또는 재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양 수준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 시트 및 스티어링 휠 위치 설정 

- 섀시 및 에어 컨디셔닝 설정 

- 실내 조명과 같은 맞춤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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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한 기능의 일부로, 차량의 오디오 및 텔레매틱 시스템

의 기능에 자신만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사양 수준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 음악, 비디오, 사진 등 통합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판독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 내장된 핸즈프리 시스템 또는 내장된 내비게이션 시스템

과 함께 사용되는 주소록 데이터 

- 입력한 목적지 

-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데이터 

편의 및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관련한 이 데이터는 차량에 

로컬로 저장하거나 차량에 연결한 장치(예: 스마트폰,  

USB 메모리 스틱 또는 MP3 플레이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습

니다. 

이 데이터는 요청에 따라, 특히 사용자가 선택한 설정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차량 외부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통합(예: Android Auto® 
또는 Apple®CarPlay®)
차량이 적절한 사양을 갖춘 경우, 스마트폰 또는 다른  

모바일 장치를 차량에 연결하고 차량의 통합 컨트롤을  

사용하여 이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미지 

및 음향은 오디오 및 텔레매틱 시스템을 통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보가 동시에 스마트폰에 전송됩니다. 

통합 유형에 따라, 위치, 주간/야간 모드 및 차량에 관한  

기타 일반 정보와 같은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량 또는 오디오 및 텔레매틱 시스템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통합함으로써 내비게이션 앱 또는 뮤직 플레

이어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과 차량 간의 다른 통합, 특히 차량 데이터에 대한 적극

적인 액세스는 불가능합니다. 이후 데이터의 처리 방식은 

사용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업체가 결정합니다. 설정 

변경 권한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및 스마트폰에 설치된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 서비스
차량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차량과 다른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이 가능합니다. 차량에 위치한 송신기 

또는 사용자가 제공한 모바일 장치(예: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무선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로엥

이나 다른 공급업체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독점 서비스
시트로엥의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기능은 시트

로엥이 적절한 매체(예: 사용설명서, 시트로엥 웹사이트)

에서 설명하며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개인 정보는 온라인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보 교환은 시트로엥의 전용 컴퓨터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보안 연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비스 개발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처리 및 활용은 법적 비상 전화  

시스템 또는 계약에 따른 협의 또는 동의 합의의 경우와 

같이, 법적 인증을 기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해당 서비스와 기능(일부는 유료일 수 있음) 및 

경우에 따라 차량의 무선 네트워크 전체 연결을 활성화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비상 또는 지원 전화 시스템과 

같은 법정 기능 및 서비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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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서비스
다른 업체(제3자)가 제공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는 해당 공급업체의 책임, 데이터 보호 

및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트로엥은 이와 

관련하여 교환된 콘텐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비스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3자 서비스의 

일환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특성, 범위 및 

목적을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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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타이어   170,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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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열선   47

시트, 전동   45–46

시트 조절   44–46

실내 온도 사전 조절(충전식 하이브리드)   26, 55

실내 필터 교체   169

ㅇ
안개등, 후방   63

안전벨트   84–86, 92

안전벨트, 뒷좌석   85

안전, 어린이   87, 89–94

알람   38–39

알림, 라이트 켜짐   63

암레스트, 뒷좌석   61

암레스트, 앞좌석   58–59

애플리케이션   24, 26

액세서리   77

액티브 서스펜션   106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134–137

액티브 스캔 서스펜션   106

앰프, 오디오   59

어댑티브 전조등   67

어드밴스드 트랙션 컨트롤   82

어린이   86, 92–94

어린이 보호   87, 89–94

어린이(안전)   97

어린이용 시트   86, 89–90, 92

어린이용 시트, i-Size   94, 96

어린이용 시트, ISOFIX   92–94, 96

에너지 절약 모드   165

에너지 흐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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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86–89, 91

에어백, 앞좌석   87–88, 92

에어백, 측면   87–88

에어백, 커튼   88–89

에어 컨디셔닝   51–52

에어 컨디셔닝, 듀얼 존 자동   52

에어 컨디셔닝, 자동   54

에어 필터 교체   169

에코 드라이빙(권장사항)   8

엔진   191–192, 170

엔진, 가솔린   , 107, 166

엔진, 디젤   149, 167, 175

엔진 룸   166–167

엔진 시동 걸기   100

엔진 오일 레벨 점검   19

엔진표   192–195

연결, 블루투스   205

연결성   210

연료   8, 149

연료 고갈(디젤)   175

연료 소비량   8, 21

연료 시스템 보충   175

연료 탱크   149–150

연료 탱크 보충   149–150

열선 및 통풍 시트   47

열선 스티어링 휠   48

오디오 스트리밍(블루투스)   208

오일 교환   167

오일, 브레이크   168

오일, 엔진   167

오일, 엔진 냉각   168

오일 필터 교체   169

온도, 냉각수   20

온도 조절   52

와셔   73

와셔, 리어스크린   73

와셔, 윈드스크린   73

와이퍼   72

와이퍼, 리어스크린   73

와이퍼 블레이드 교체   75

와이퍼 블레이드(교체)   75

와이퍼, 자동 레인 감지   74

요추 지지대   45

요추 지지대 조절   45

용기, AdBlue®   171

용량, 연료 탱크   149

운전자 주의 경고   137

원격 작동 기능(충전식 하이브리드)   25–26, 55

웰컴 기능   46

웰컴 라이트   66

윈도우 열기   27

윈도우 컨트롤   40

윈드스크린, 열선식   55

윈드스크린 와이퍼   72, 74

이모빌라이저, 전자식   99

이중잠금   28, 30

인양   188–190

일광 센서   51

ㅈ
잠금   28, 30

장거리 사각지대 모니터링   140

장애물 감지   141

장치, 뒤   61

장치, 실내   56

장치, 트렁크   61

잭   176–177, 179

전구 교체   182

전구(교체)   182

전기 부하 감소   165

전동 손잡이   33

전동 테일게이트   35–36

전력   21

전력 표시계(충전식 하이브리드)   9, 21

전자식 제동력 분배(EBFD)   80

전조등, 상향   66

전조등, 자동 점등   65

전조등, 자동 하향   66–67

전조등 조절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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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할로겐   65

전화   205, 210–211

절약 모드   165

점검   22, 167, 169–170

점검, 정기   169–170

점멸 표시등   64

점프 시동   184

점화 스위치   , 100

점화 스위치 켜기   100

정보, 차량   , 10

정비(권장)   151, 173

정비 실시   18, 169–170

정비, 정기   113, 169–170

제동   105

제동, 비상   102–103

제동, 자동 비상   134–137

제동 지원 시스템   80–81

제한 속도 인식   114–115

제한 속도 인식을 통한 크루즈 컨트롤   116–117

조도 조절기   22

조작 보조 기능(권장사항)   112

주간 전조등   64

주 소켓(가정용 네트워크)   152–153

주차 브레이크, 전동   101–103, 170

주차 센서, 전방   142

주차 센서, 청각 및 시각   141

주차 센서, 후방   141

주파수(라디오)   208

주행   43–44, 98, 113

주행 권장사항   8, 98

주행 모드   83, 106

주행 보조 기능(권장사항)   112

주행 보조 단축키   114

주행 보조 카메라(경고)   112

주행 위치 저장   46

주행 위치(저장)   46

중량   191

중앙 제어 잠금장치   30–31

즐겨찾는 주행 기능   114

지시등, 방향   64

지원, 비상 제동   81, 135

지원 전화   78–79

진단, 차량   22

ㅊ
차대번호, 차량   196

차량 데이터 기록 및 개인보호   213

차량 시동 걸기   99–100, 105

차량에 장착된 공구   62, 175–177

차량 위치 확인   28

차량 인양   189

차량 정지   99–100, 105

차선 이탈 경고 작동   138

차선 지원   121–122, 126–127

차일드 락   97

차체   173

차체의 관리   173

첨가제, 디젤   168–169

청소(권장)   151, 173–174

총 거리 기록계   22

충돌 위험 경보   134–136

충돌 후 세이프티 브레이크   81

충전기, 무선   58

충전기, 유도   58

충전 레벨 표시계(충전식 하이브리드)   22

충전 상태, 배터리   25

충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6, 9, 25, 100, 107, 150

충전식 하이브리드 엔진   , 9, 25, 166, 189

충전 예약   25, 159

충전 예약(충전식 하이브리드)   25–26, 151, 157

충전 커넥터(충전식 하이브리드)   151, 157–158

충전 케이블   154

충전 케이블(충전식 하이브리드)   152–153, 158

충전 플랩(충전식 하이브리드)   151, 157–158

치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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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커티시 라이트   60

커티시 라이트, 프론트   60

컨트롤 레버, 라이트   63–64

컨트롤 레버, 와이퍼   72–74

컨트롤, 비상 도어   31–32

컨트롤, 트렁크 해제   35

컨트롤, 스티어링 장착   104–105

컨트롤, 열선 시트   47

컨트롤 유닛   152–154, 158

코너링 중 속도 조절   129

크루즈 컨트롤   116–117, 119–120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116–117, 121–122

키   27–28, 31–32

키리스 엔트리 및 스타트   27, 29–30, 99–100

키 감지되지 않음   100–101

키, 전자식   29–30

키트, 임시 타이어 펑크 수리   175–177, 179

키트, 타이어 펑크 수리   176

ㅌ
타이어   , 170

타이어 공기압 부족 감지   110, 177

타이어 공기압 점검(키트 사용)   177, 179

타이어 공기 주입   , 170

타이어 공기 주입 및 액세서리(키트 사용)   177, 179

타이어, 스페어   170, 175–177, 179

탑 테더(고정)   92, 94, 96

탱크, 연료   149–150

탱크, 와셔액   168

터치 감응식 독서등   60

터치 스크린   24–26, 55

테일게이트   34

테일게이트 잠금해제   27, 30

트랙션 컨트롤(ASR)   81

트렁크   34–36, 62

트렁크 닫기   30, 34

트렁크 열기   29, 34

트렁크 잠금해제   27, 30

트레일러   82, 159

트레일러 스태빌리티 어시스트(TSA)   82

트립 재설정   23–24

트립 컴퓨터   23–24

ㅍ
판, 식별   196

패드, 브레이크   169

펑크   177, 179

페인트 색상 코드   196

평상형(인양)   189

포트, USB   57, 61

표시계, 냉각수 온도   20

표시계, 엔진 오일 레벨   19

표시계, AdBlue® 주행 가능 거리   20

표식, 식별   196

퓨즈   183

퓨즈 교체   183

프로필   198

프론트 승객석 에어백 해제   87, 92

프리텐셔닝 안전벨트   84 - 85

플랩, 충전   159

피로 감지   137

필터, 분진   168–169

필터, 실내   51, 169

필터, 에어   169

필터, 오일   169

ㅎ
해외 주행   69

해제   27, 29

핸즈프리 액세스   37–38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37–38

헤드레스트, 뒤   49–50

헤드레스트, 앞   44

헤드레스트 조절   44

헤드업 디스플레이   10–11, 71

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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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 방지   150

환경   8, 33

환기   50–51

회생 제동(엔진 제동을 통한 감속)   105

후방 교통정보 경보   146

후방 카메라   143–144

휠 교체   175–176, 179

휠 장착   180–181

휠 탈거   180–181

히팅   50

히팅, 프로그램 가능   55

힐 스타트 어시스트   108

힐 어시스트 내리막길 컨트롤(HADC)   83

ABS   80

ABS 시스템   80

AdBlue®   20, 170

AdBlue® 공급   171

AdBlue® 탱크   171

AdBlue® 탱크 보충   168, 171

BlueHDi   20, 168, 175

Comfort(컴포트) 모드   108

DS 드라이브 어시스트   121–122

DS 매트릭스 LED 비전   65, 69

EBFD   80

ECO(에코) 모드   106

e-Save 기능(에너지 예비)   25

ESP 시스템(ESC)   80

Hi-Fi 시스템   59

ISOFIX 고정장치   92, 94, 96

LED - 발광 다이오드   64

READY(준비) 표시등   166

SCR(선택적 촉매 환원)   170

Sport(스포츠) 모드   106, 108

Wallbox(충전식 하이브리드)   152–153,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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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네트워크

■ DS 공식 전시장

전시장 주소 TEL

DS 스토어 강남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 02-508-2019

※ DS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정보는 당사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S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에 관한 최신 정보는 D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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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네트워크

■ DS 공식 서비스 센터

서비스 센터 주소 TEL

성수 서비스 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10, 1층 (성수동2가)

080-700-0582

수원 DS 테크니컬 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95 (매탄동)

대전 DS 테크니컬 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3-13 (가수원동)

대구 DS 테크니컬 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350 (욱수동)

광주 DS 테크니컬 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로 52 (마륵동)

부산 DS 테크니컬 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06번길 15 (온천동)

부천 DS 테크니컬 센터 경기도 부천시 오정로 20-4 (삼정동)

일산 DS 테크니컬 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96 (내유동)

※ 정비 예약 및 문의는 대표 전화 (080-700-0582) 또는 모바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DS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 정보는 당사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S 공식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에 관한 최신 정보는 DS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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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안내

보증 안내

1. 보증 내용

귀하께서 구입하신 자동차를 스텔란티스 코리아㈜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 및 사용한 상태에서 보증 기간 또는 보증 주행거리 내에  

자동차를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임이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승용차, 비사업용  

승합 자동차, 비사업용 소형 화물 자동차("비사업용"은 영리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차량)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 보상 규정에 의거 보증하여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DS 애플리케이션의 품질보증서 또는 DS 홈페이지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증 기간

보증 수리 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및 주행 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 기간의 만료로 간주합니다.

(1) 차체 및 일반 부품: 3년 이내 또는 100,000km 이내

(2)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전기차 및 PHEV 차량은 별도 적용): 3년 이내 또는 100,000km 이내

     * 전기차 및 PHEV 적용 부품: 8년 이내 또는 160,000km 이내

전기차 

(Electric V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보증기간

8년 / 160,000km 적용 부품

구동모터 (Electric Motor)

인버터 (MCU)

트랜스포머 (Transformer) / 완속충전기 (OBC)

고전압케이블

고전압배터리

고전압배터리 ECU (BMU 또는 TBMU)

감속기 (Reduction gear)

전기차 ECU
하이브리드 컨트롤 유닛 (HPCU)

충전케이블

* 배출가스 보증 기간은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련 부품"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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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관련부품

장치별 구분 배출가스 관련 부품

1. 배출가스 전환 장치 산소 감지기, 정화용 촉매,  매연 포집필터, 재생용 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EGR 밸브, EGR 제어용 서머 밸브

3. 연료 증발가스 방지 장치 EGR 밸브, EGR 제어용 서머 밸브 

4.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PCV 밸브

5. 2차 공기 분사 장치 공기 펌프, 리드 밸브

6. 연료 공급 장치 전자제어장치, 스로틀포지션 센서, 대기압 센서, 기화기, 혼합기, 연료분사기,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 펌프

7. 점화 장치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터,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8.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촉매 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에어컨 계통 감시장치, 연료계통 감시장치,  

산소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부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서머스탯 감시장치

제 5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사에게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 제85조 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차배출 허용 기준 초과원인을 

소명한 경우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은 위 표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별표 20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중 정화용촉매(Catalytic Converter),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Control Unit), 

매연포집필터(Particulate Trap [2009년 01월01일 이후 제작차량에 한함]) 및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시스템(요소분사기 포함)의 보증기간은 7년 또는 120,000km로 하고, 그 밖의 배출

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 또는 80,000km로 한다.

*  배출 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 수리는 배출가스 보증 기간 내에 해당하는 차량이 운행 중 배출가스 허용 기준이 초과될 때에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때에 보증수리를 하게 됩니다.

(1) 소모품류 : 소모품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2) 냉, 난방 장치 구성부품 : 3년 또는 100,000km 이내

4.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보증 기간 이내 일지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정상적인 차량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즉, 연료 계통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엔진 튠업,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차량 정기 점검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점검.

(2) DS 오토모빌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3) DS 오토모빌 직영 정비 사업소 또는 지정 정비 공장에서 수리하지 않아서 발생한 고장.

(4) DS 오토모빌이 권장하지 않은 자동차의 변형이나 개조에 의한 고장.

(5) DS 오토모빌에서 권장하는 규격부품(순정)이 아닌 타 부품의 사용으로 야기된 고장.

(6) DS 오토모빌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기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 (예: 블랙박스, HID램프, 열선시트 장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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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의 무리한 운행, 취급 부주의, 적재량 초과, 수리 지연, 사고 및 천재 지변에 의한 고장.

(8) 불량 연료 또는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DS 오토모빌이 권장하는 옥탄가 이하의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9) DS 오토모빌이 지정하는 오일류(엔진오일, 부동액 등)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이나 지정된 교환주기 미 준수 및 미 보충으로 인한 고장.

(10)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즉, 스파크 플러그, 와이퍼 블레이드, 클러치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라이닝), 브레이크 디스크, 노즐, 필터류, 전구류, 휴즈, 벨트류, 쇽업쇼버, 고무 부싱류, 

유류 등 차량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환을 필요로 하는 소모성 부품.

(11) 기후, 화학, 동물 또는 식물. 모래, 자갈, 해일, 홍수와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한 내부 및 외부 손상.

(12)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관능적인 이상.  

(핸들을 돌렸을때의 파워 펌프의 소음, 인젝터의 작동소음, 정상적이지 않은 노면 에서의 리어 액슬의 진동 및 소음 및 진동.)

(13) 주행거리계 고장 또는 변조된 것으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판단할 수 없을 경우. 

(14) 보증 수리시 해당 부품 가격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 비용 즉 교통, 숙박, 운휴 손실 및 제세 공과금 등. 

5. 기 출고된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대해 제작상 사양 변경이 필요할 경우, 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기 출고된 차량에는 사양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의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6. 보증의 계승

보증 기간 내에 차량의 매매, 기증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잔여 보증 기간에 한하여 보증을 계승 받을 수 있습니다.

7. 별도보증

타이어는 전문 제작회사에서 보증하여 드리며, 폐사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및 협조하여 드립니다.

8. 차량 소유자의 의무

(1) 차량은 항상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방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부적절한 점검 및 정비나 비 규격 부품의 사용은 차량 각 구성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배출 가스 정화 장치의 기능을 마비시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시고 반드시 규격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 및 정비 작업후에는 필히 보증서의 수리 작업 기록 대장에 작업 확인을 받으시고 정기 점검 및 정비 기록 자료 요구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해야 합니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조향 장치, 제동장치, 엔진 및 동력 전달 장치에 발생된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회사의 직영 정비 업소나 지정 정비 공장에 비치된 

보증 수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보증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 DS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및 서비스를 받지 않을 시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본 보증서에 기술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당사에서는 상기 기술한 보증 사항에 한해서 성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이란?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법규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시정(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유하신 차량에 리콜이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리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SMS)를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 모바일 홈페이지(m.car.go.kr), 결함신고 전용전화(080-357-2500)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리콜안내문자를 받으셨다면 안전을 위해 즉시 리콜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콜알리미 서비스란?

리콜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리콜안내문자를 받으시면?

자동차/부품 결함신고는

www.car.go.kr / www.ts2020.kr
080-357-2500 (결함신고 전용전화)

리콜알리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작사 :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   소 : (우)0623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14층

연락처 : 080-365-1200

귀하의 자동차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스텔란티스 코리아㈜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자동차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결함 등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화 : 080-357-2500

인터넷 홈페이지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제작결함안내 (제50조 관련)



스텔란티스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14F

고객센터 대표번호: 080-365-1200

2022년 1월 1일부로, 당사인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한불모터스㈜가 운영하던 구 PSA 그룹 산하의 푸조(Peugeot), DS 브랜드를 통합 운영합니다.

고객님의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품질의 보증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고객님의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당사 고객센터나 가까운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를 통해 응대되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향후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하여 더욱 애프터세일즈 서비스의 개선과 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사양 및 기능은 국가별, 모델별, 판매시기별로 다르며 당사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