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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본 설명서는 차의 운행과 정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지속적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십시오.

중요한 정보
본 설명서에는 모델과 옵션 장비 모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일부 옵션 장비는 고객의 차에 장착되
어 있지 않을 수 있음). 설명서를 제작하는 시점에 따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옵션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의 옵션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차를 판매하는 지역의 규격에 근거합니다. 이들 지역 이외의 곳에
서 차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에 맞게 차의 규격을 바꾸어야 합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차의 규
격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의 규격을 바꾸면 보증 조건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 나오는 정보는 설명서 제작일 현재에 적용됩니다. 설명서가 제작된 후에 차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도 있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보충 설명서가 추가됩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제품의 지속적인 개량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언제라도 규격, 디자인, 장비를 변경할 권
리를 갖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이같은 변경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사전 서
면 승인 없이는 본 설명서의 일부나 전부를 복제하거나 번역할 수 없습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되는 심벌
	안전 경고 : 인체 상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보입
니다.
주의 사항 : 차량 손상을 줄이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정보입니다.
불필요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폐기해야 하는 부품을 가리킵니다.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므로 규정에 맞게 처분해야 하는 품목을 가리킵니다. 자세한 처분 방법은
재규어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재규어 랜드로버 서비스 센터에서 조절하거나 켜고 끄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 Jaguar Land Rover Limited 2017.

* 본 인쇄물에 포함된 기능, 옵션 및 관련 내용은 국내 출시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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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개관
운전자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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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개관
참고 : 괄호 안의 페이지는 추가 정보가 나오는 페
이지를 가리킵니다.

1. 재규어 어시스턴스 서비스(206페이지)
2. 선루프(76페이지)
3. 뒷유리 선블라인드(76페이지)
4. 전후방 선루프 블라인드(76페이지)
5. SOS 긴급 통화 서비스(206페이지)
6. 주차 보조 시스템(171페이지)

26. 자동 속도 제한기(ASL)(99페이지)
27.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94페이지)
28. 운전 모드(120페이지)
29.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109페이지)
30. 오디오 켜기/끄기/볼륨 컨트롤(130페이지)
31. 계기판 메뉴 컨트롤(52페이지)
32. 크루즈컨트롤 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101/102페이지)

7. 앞좌석 독서등(66페이지)

33. 경적

8. CD/DVD 배출(130페이지)

34. 스티어링휠 조절기(31페이지)

9. 터치스크린 켜기/끄기 또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

35. 전화와 음성 컨트롤(204/185페이지)

템(122/175페이지)
10. 터치스크린 컨트롤(122페이지)
11. 서라운드 카메라(117페이지)
12. 실외등/트립 컴퓨터 컨트롤(63/53페이지)
13. 하향 변속 패들(89페이지)
14. 계기판과 메시지 센터(51페이지)
15. 상향 변속 패들(89페이지)
16. 워셔/와이퍼 컨트롤(68페이지)
17. 엔진 START/STOP(84페이지)
18. 터치스크린
19. 앞좌석 시트 컴포트(167페이지)

36. 열선 스티어링휠(32페이지)
37. 오디오/비디오 컨트롤(133페이지)
38. 실내 조명 컨트롤 : 조절하려면 돌립니다.
39. 트렁크 버튼(11페이지)
40. 안개등 켜기/끄기
41. 보닛 레버(229페이지)
42. 실외 미러 조절하기/접기/펴기(71페이지)
43. 윈도 컨트롤(76페이지)
44. 뒷좌석 윈도 차단기(76페이지)
45. 운전석 위치 메모리(23페이지)
46. 도어 잠그기/열기(17페이지)

20. 비상등
21. 앞좌석 온도조절 시스템(161페이지)
22.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87페이지)
23. 온도조절 시스템(161페이지)
24. 기어 셀렉터(89페이지)
25.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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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하기
차량 열기

차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장치를 건드리면 사고가 날
수 있음). 차에 스마트 키가 있으면 어
린이나 애완동물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
하거나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잠금 버튼 : 차를 잠그려면 잠금 버튼을 누릅니

도어를 열면 잠금 래치가 노출됩니다.
잠금 래치에 자동으로 부드럽게 닫히는
(soft close) 기능이 있어 물체나 인체
의 일부가 물릴 수 있으므로 손으로 잠
금 래치를 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 있고 다중 포인트 승차 모드로 열 수도 있습

다. 차는 정상으로 잠글 수도 있고 이중으로 잠
글 수도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정상 잠그기와 이
중 잠그기를 참조하십시오.
2. 열기 버튼 : 차는 단일 포인트 승차 모드로 열 수
니다.
단일 포인트 승차 모드 : 열기 버튼을 한 번 누
르면 운전석 도어의 잠금이 풀리고 안에서 다른
도어를 열 수 있게 됩니다. 차의 잠김이 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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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하기
경보가 해제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이 2회
깜박입니다. 열기 버튼을 다시 누르면 앞승객석
도어와 트렁크의 잠김이 풀립니다.
다중 포인트 승차 모드 : 열기 버튼을 짧게 누르
면 모든 도어와 트렁크의 잠김이 풀리고 경보가
해제됩니다. 차의 잠김이 풀리고 경보가 해제되
었음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이 2회 깜박입니다.
단일 포인트 승차 모드와 다중 포인트 승차 모드
사이에서 전환하려면 잠금 버튼과 열기 버튼을
함께 3초 누릅니다. 승차 모드가 바뀌면 비상등
이 2회 깜박입니다.

6. 	키리스 잠금 버튼. 16페이지의 키 없이 잠그기
를 참조하십시오.
7. 	비상 키 커버 : 커버를 밀어 제거하면 비상 키
가 노출됩니다.
8. 	비상 키 : 비상 키를 밀어서 분리하고 손잡이를
폅니다.
9. 	비상시 도어 열기/잠그기(스마트 키나 키 없이
열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

비상 키를 도어록 커버의 슬롯에 끼웁니다.

�

비상 키를 조심스럽게 위로 당겨 클립에서
커버를 분리합니다.

승차 모드는 계기판에서 메뉴를 사용하여 바꿀
수도 있습니다.

�

비상 키를 노출된 키홀에 삽입합니다.

3. 트렁크 버튼 : 트렁크를 열려면 버튼을 누릅니

잠그기 : 도어를 모두 닫고 비상 키를 앞쪽

다. 트렁크가 열려 있을 때는 도어와 보닛의 보

으로 돌렸다 놓습니다. 도어가 모두 잠기지

안만 유지되고 침입 감지 시스템이나 기울기 감

만 경보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지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열기 : 비상 키를 뒤쪽으로 돌렸다 놓으면

트렁크를 닫으면 보안 시스템이 직전 상태로 돌

해당 도어의 잠김이 풀립니다. 보안 시스템

아갑니다.

이 해제되어 있을 때는 모든 도어와 트렁크
의 잠김이 풀립니다.

4. 비상 경보 버튼 : 버튼을 3초 눌러 잡고 있거나
3초 안에 3회 누르면 경적, 사이렌, 비상등이 작
동합니다.
경적, 사이렌, 비상등이 5초 작동한 후에 비상 경
보 버튼을 다시 3초 동안 누르거나 3초 안에 3
회 누르면 비상 경보가 취소됩니다.
START/STOP 버튼을 눌렀을 때 유효한 스마트

참고 : 보안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을 때 비상
키로 차의 잠김을 풀면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
를 끄려면 스마트 키의 열기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 키를 차내에 위치시키고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

10. 도어록 커버 씌우기
�

키가 감지되어도 비상 경보가 취소됩니다.
5. 어프로치 램프 버튼 : 버튼을 누르면 전조등이
최고 120초 동안 켜집니다. 전조등이 켜지는 시

도어록 커버 상단에 두 개의 클립을 물립니
다.

�

도어록 커버 하단을 눌러 아래쪽 클립을 물
립니다.

간은 소등 지연 스위치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어프로치 램프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스타터 버
튼을 누르면 전조등이 꺼집니다. 63페이지의 라
이트 스위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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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하기
단일/다중 포인트 승차
차의 잠김을 해제하고 경보 시스템을 끄려면 스마
트 키의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차의 잠김은 다음
두 승차 모드로 해제됩니다.
1. 단일 포인트 승차 모드 : 운전석 도어의 잠김만
해제됩니다. 다른 도어와 트렁크도 열려면 열기
버튼을 한 번 더 누릅니다.
2. 다중 포인트 승차 모드 : 열기 버튼을 한 번 누
르면 모든 도어와 트렁크의 잠김이 해제됩니다.

도어 핸들 내면에 열기 센서가 있습니다. 도어를 열
려면 도어 핸들을 잡고 당깁니다. 차의 잠김이 풀리
고 경보 시스템이 해제되며 비상등이 2회 깜박입니
다. 전동 접이식 실외 미러는 펴집니다(해당 기능이
선택되어 있을 때).
참고 : 단일 포인트 승차 모드가 현재의 승차 모드
일 때 운전석 도어 이외의 도어를 먼저 열면 모든
도어의 잠김이 해제됩니다.

차에 탄 후 도어를 닫으면 시스템이 차에서 스마트
키를 찾습니다. 시스템이 스마트 키를 찾지 못하면

단일 포인트 승차 모드와 다중 포인트 승차 모드 사

메시지 센터에 SMART KEY NOT FOUND(스마트

이에서 바꾸려면 스마트 키의 잠금 버튼과 열기 버

키를 찾을 수 없음)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튼을 함께 3초 누릅니다. 모드가 바뀌면 비상등이

경우에는 유효한 스마트 키를 사용하여 시동 백업

2회 깜박입니다.

절차를 실행하십시오. 85페이지의 시동 백업을 참

Vehicle Settings 메뉴에서 단일/다중 포인트 승차

조하십시오.

모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차의 보안 시스템은 태참(Thatcham) 범주 1 인증이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있고 EU 규정 97/116과 EU 지침 95/56 EC에 부

참고 : 차의 잠김을 해제할 때 경고음이 울리면 경
보 센서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합합니다.

키리스 엔트리(키 없이 열기)
스마트 키를 도어 핸들이나 트렁크 버튼에서 1m
이내에 위치시키면 키 없이 차를 열 수 있습니다.
참고 : 금속 용기에 들어 있는 스마트 키나 배경조
명식 LCD 스크린이 있는 장치(스마트폰 등)로 가려
져 있는 스마트 키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 없이 차를 열고 잠그거나 시동을 걸 때는 스마
트 키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고 : 스마트 키는 몸에 지니거나 비금속 백이나
서류가방에 넣어 두기만 하면 됩니다. 스마트 키를
노출시키거나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괄 열기
차의 잠김을 해제하고 모든 윈도를 열려면(일괄 열
기) 스마트 키의 열기 버튼을 3초 누릅니다.
일괄 열기를 취소하려면 스마트 키의 아무 버튼이
나 누릅니다.
참고 : 일괄 열기 기능은 Vehicle Settings 메뉴에
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
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편의 모드
스마트 키나 키리스 승차 기능을 사용하여 운전석
도어를 열면 전기 시스템이 편의 모드로 들어가고
다음 장치가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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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하기
�

운전위치 메모리

�

시트/스티어링휠 조절기

�

실내등과 실외등

�

메시지 센터

�

보조 전원 소켓

스티어링휠 잠금장치
스티어링휠 잠금장치는 차량 잠금 시스템과 함께
잠기고 풀립니다. 스티어링휠은 시동 스위치를 끄
고 스마트 키를 차에서 제거하면 일정 시간 후에 자
동으로 잠기기도 합니다.
차를 구조할 때는 스티어링휠이 풀려
있도록 스마트 키를 차에 두어야 합니
다.
스티어링휠 잠금장치에 오작동이 있으면 메시지 센
터에 STEERING COLUMN LOCKED(스티어링휠
잠김)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스마트 키로 차를 잠갔다 엽니다.
2. 스티어링휠을 풀어 봅니다. 스티어링휠을 좌우로
가볍게 돌리십시오.
참고 : 스티어링휠에 부하가 걸려 있으면 스티
어링휠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할 때 스티어링휠을 한쪽으로 끝까지 돌려
앞바퀴가 연석을 압박하면 스티어링휠이 풀리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스마트 키용 트랜스미터
몸에 부착한 의료 장비는 차에 장착된
트랜스미터에서 22cm 이상 떨어뜨리
십시오. 이는 의료 장비와 트랜스미터
사이에 전파 간섭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료 장비와 트랜
스미터 사이에 전파 간섭이 생기면 의
료 장비에 오작동이 일어나 이를 사용
하는 사람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술 규격 단원에 보안 시스템용 트랜
스미터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
다. 292페이지의 스마트 키용 트랜스미
터의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트렁크 열기/닫기
차에 자전거 랙을 설치했을 때는 트렁
크를 열지 마십시오. 트렁크를 열려면
자전거 랙을 제거하십시오.
금속 용기에 들어 있는 스마트 키나 배
경조명식 LCD 스크린이 있는 스마트폰,
랩탑(백에 들어 있는 것 포함), 게임 콘
솔 등으로 가려진 스마트 키는 감지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가 단단히 닫히지 않은 상태로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트렁크에 싣는 짐은 트렁크를 단단히
닫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실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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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하기
트렁크가 자동으로 다시 열릴 때 트렁

전동 트렁크는 운전석쪽 계기판 아래쪽에 위치한

크 닫기를 반복해서 시도하면 트렁크

실내 트렁크 버튼을 눌러 열 수도 있습니다. 실내

래치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트렁크가

트렁크 버튼을 눌러 연 트렁크를 닫으려면 실내 트

자동으로 다시 열리는 원인을 알 수 없

렁크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6페이지의 운전자 컨

을 때는 스마트 키로 모든 도어와 트렁

트롤을 참조하십시오.

크의 잠김을 해제하고 도어, 보닛, 트렁

참고 : 트렁크가 완전히 열리기 전에 실내 트렁크
버튼을 다시 누르면 트렁크 리드가 멈춥니다.

크가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한 후 스마
트 키로 다시 차를 잠가 보십시오.

트렁크를 열면 잠금 래치가 노출됩니
다. 잠금 래치에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
는 소프트 클로즈 기능이 있어 물체나
인체의 일부가 물릴 수 있으므로 손으
로 잠금 래치를 닫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동 트렁크는 트렁크 닫기 버튼을 눌러 닫을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는 스마트 키의 트렁크 버튼(1)이나 키리스
엔트리(키 없이 열기) 기능을 사용하여 열 수 있습

참고 : 전동 트렁크가 닫힐 때 장애물이 감지되면
전동 트렁크가 다시 완전 열림 위치로 열립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트렁크 닫기 버튼을 다시 누르
십시오.

니다. 도어의 잠김이 풀려 있고 기어가 P에 있을 때

차를 정상으로 잠그거나 이중으로 잠근 후에 트렁

는 외부 트렁크 버튼(2)을 눌러 열 수도 있습니다.

크를 열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트렁크가 닫히

트렁크를 닫으려면 트렁크 리드를 완전 닫힘 위치
로 내립니다.

고 잠깁니다.
�

스마트 키를 차량 밖에 위치시킵니다.

�

스마트 키를 차량 후미에서 1m 이내에 위치시킵
니다.

12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12

2017-06-26 오전 11:10:22

승차하기
차가 잠겼음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이 1회 깜박입니
다.
정상 잠그기와 이중 잠그기에 대해서는 15페이지
의 정상 잠그기와 이중 잠그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잠그기 실패를 가리키는 경
고음이 울리고 트렁크가 해제된 위치로 다시 열립
니다.
�

실내에서 스마트 키가 감지된다.

�

차량 후미에서 1m 이내에서 스마트 키가 감지되
지 않는다.

참고 : 전동 트렁크가 있는 차량은 이런 조건에서
트렁크 닫기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 스마트 키를 실내에 두지 마십시오.

트렁크 열림 높이
트렁크는 열림 높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
장이 낮은 주차 빌딩에서 유용합니다. 트렁크를 쉽
게 사용하기 위해 열림 높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

참고 : 3단계를 실시한 후에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
히면 열림 높이가 설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1단계
부터 정확히 반복하십시오.

이후 트렁크 열림 높이를 최대로 설정하려면 위 절
차를 반복하되 트렁크를 완전히 열고 트렁크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장애물이 감지되는 횟수가 많거나 배터리가 약해지
면 트렁크에 설정한 열림 높이가 상실되고 전동 조
작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리셋하기
�

손으로 트렁크 리드를 닫습니다.

�

트렁크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

트렁크 리드가 완전히 열리거나 설정한 높이로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

트렁크 닫기 버튼을 눌렀다 놓습니다.

�

트렁크 리드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로써 열림 높이가 리셋됩니다.

다.
트렁크는 다음 방법으로 열림 높이를 설정할 수 있

출발 후 잠그기

습니다.

차가 정해진 속도로 가속되면 출발 후 잠그기 기능

�

트렁크 리드를 엽니다. 트렁크 리드가 원하는 높
이로 열리면 아무 트렁크 버튼이나 눌러 트렁크
리드를 해당 높이에 정지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손으로 트렁크 리드의 높이를 다시 조절할 수도

에 의해 모든 도어가 잠깁니다. 출발 후 잠그기 기
능은 계기판 메뉴의 Settings 항목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
조하십시오.

�

트렁크 리드를 3초 이상 정지시킵니다.

�

트렁크 닫기 버튼을 10초 누르면 트렁크 열림 높

참고 : 출발 후 잠그기 기능이 작동한 후에 현재의
운전 구간에서 본 기능이 다시 작동하지 않게 하
려면 열기 버튼이나 잠금 버튼을 누르십시오. 열기
버튼과 잠금 버튼은 좌우 앞도어에 위치합니다.

이가 현재 높이로 설정됩니다.

17페이지의 도어 잠금장치와 릴리스 레버를 참조

있습니다.

�

트렁크를 닫았다 열어 트렁크가 설정한 높이로

하십시오.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이로써 열림 높이가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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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하기
스마트 키 배터리의 교체

참고 : 배터리를 교체한 후에 배터리 경고 메시지
가 사라지지 않으면 교체한 배터리가 새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새 배터리로 다시 교체하십시오.

스마트 키의 두 부분을 다시 결합하십시오. 찰칵소
리가 나야 잘 결합된 것입니다.
	배터리의 처분 : 폐배터리는 다수의 유
해 물질을 함유하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 방법은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스마트 키의 관리
스마트 키를 차에 두고 어린이나 애완
동물을 차에 홀로 남겨 놓지 마십시오.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스마트 키를 건드
리면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의 배터리를 교체할 때가 되면 스마트
키의 작동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메시지 센터에

참고 : 스마트 키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무선 주파
수(RF)가 다른 장비(의료 장비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 스마트 키가 정상적
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MART KEY BATTERY LOW(스마트 키 배터리 약

스마트 키를 열, 먼지, 습기가 많은 곳에 두거나 액

함)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체와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스마트 키를 햇빛에 노

배터리 교체 방법
1. 커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찰칵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제거합니다.
2. 비상 키를 사용하여 스마트 키의 몸체를 두 부분
으로 나눕니다.
3. CR2032 형식의 새 배터리(재규어 서비스 센터

출시키지도 마십시오.
스마트 키에 부착된 라벨에 비상 키 번호가 적혀 있
습니다. 라벨을 떼어서 차 이외의 안전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
스마트 키의 작동 범위는 대기의 상태와 다른 전송
장비의 간섭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에서 구입 가능)를 양극(+)이 위로 오게 하여 삽
입합니다.
참고 : 새 배터리의 앞면이나 뒷면에 손을 대면 손
기름이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접점을 부식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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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기
정상 잠그기
차에서 내릴 때는 차량 안이나 밖에 있
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을 확인
하십시오. 기어를 P에 놓았다. 엔진을
껐다. 주차 브레이크를 걸었다. 스마트
키를 차에서 제거했다.

참고 : 지역에 따라 차를 정상으로 잠그면 전체 경
보가 설정되고 경보 센서가 켜지기도 합니다. 경보
센서는 Vehicle Settings 메뉴에서 1회의 경보 사
이클에 한하여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이중 잠그기
차에 사람(어린이 포함)이나 애완동물
이 있을 때 차를 이중으로 잠그면 비상
시 이들이 차에서 탈출할 수 없고 구조
요원이 이들을 신속히 구조할 수도 없
게 됩니다.

경보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거나 장치를
추가하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의 잠금 버튼을 짧게 누르면 차가 정상으
로 잠기고 부분 경보가 설정됩니다. 이를 알리기 위
해 비상등이 한 번 깜박입니다.
차를 잠그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시동 스위치를 껐다.

�

도어, 윈도, 보닛, 트렁크를 모두 닫았다.

스마트 키의 잠금 버튼을 3초 내에 2회 누르면 차
가 이중으로 잠기고 전체 경보가 설정되며 비상등
이 2회 깜박이고 차임이 1회 울립니다.
차를 이중으로 잠그면 밖에서는 물론이고 안에서도
도어를 열지 못하게 됩니다.

차를 정상으로 잠그면 도어를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차를 이중으로 잠그면 차에 아무도 없을 때 보안 효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과가 커집니다. 윈도를 깨고 실내 도어록을 작동시

참고 : 정상 잠그기는 차에 애완동물을 남겨 둘 때,
윈도를 열어 둘 때 등에 사용합니다.

켜도 도어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경보도 설

본 경보가 설정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보가 작

참고 : 윈도를 열어 놓고 차를 이중으로 잠그면 바
람 때문에 경보가 울릴 수 있습니다. 차를 이중으
로 잠그기 전에 윈도를 완전히 닫으십시오.

동합니다.
�

보닛, 트렁크, 도어를 열었다.

�

유효한 스마트 키 없이 START/STOP 버튼을 눌
렀다.

�

배터리를 분리했다.

�

배터리 내장 사운드를 분리하는 것을 시도했다.

참고 : 차를 떠날 때는 차를 잠그고 가능하면 전체
경보를 설정해 놓으십시오.

정됩니다.

본 경보가 설정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보가 작
동합니다.
�

보닛, 트렁크, 도어를 열었다.

�

실내에서 움직임(공기의 교란 포함)이 감지되었
다.

�

차를 들어올리거나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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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기
키 없이 잠그기
차에 사람(어린이 포함)이나 애완동물
이 있을 때 차를 이중으로 잠그면 비상
시 이들이 차에서 탈출할 수 없고 구조
요원이 이들을 신속히 구조할 수도 없
게 됩니다.
금속 용기에 들어 있는 스마트 키나 배
경조명식 LCD 스크린이 있는 장치(스
마트폰 등)로 가려져 있는 스마트 키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키 없이 차

차를 이중으로 잠그려면 도어 핸들을 잡지 않고 도
어 핸들의 잠금 버튼을 3초 내에 2회 터치합니다.
차가 이중으로 잠겼음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이 2회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깜박입니다. 이와 더
불어 신호음이 한 번 울릴 수도 있습니다(본 기능이
선택되어 있을 때).
참고 : 잠금 버튼을 터치할 때 도어 핸들을 잡으면
차가 잠기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키없이 잠그기로 차를 잠글
수 없습니다.

를 열고 잠그거나 시동을 걸 때는 스마

�

열린 도어가 있다.

트 키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보닛이 열렸다.

참고 : 차는 자동으로 잠기지 않습니다.

�

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참고 : 스마트 키를 넣은 포켓에 동전을 함께 넣어
도 스마트 키가 잘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다.

참고 : 키 없이 잠그기 기능은 차량 밖에서 스마트
키가 감지되어야 작동합니다. 차량 밖에서 스마트
키가 감지되지 않으면 차가 잠기지 않습니다.

잠그기 실패를 가리키는 경고음은 없습니다. 비상
등은 깜박이지 않고 실외 미러는 접히지 않습니다.
시동 스위치가 꺼져 있고 도어, 보닛, 트렁크가 잘
닫혔는지 확인하고 차를 다시 잠그십시오. 잠그기
실패가 반복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일괄 닫기
일괄 닫기 기능을 작동시킬 때는 윈도
에 장애물(어린이, 애완동물,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도어를 모두 닫고 스마트 키의 잠금 버튼을 3초 누

키 없이 잠그기
1. 키리스 잠금 버튼 : 차를 정상으로 잠그려면 도

릅니다. 차가 정상으로 잠기고 부분 경보가 설정됩
니다. 열린 윈도는 3초 후에 자동으로 닫힙니다.

어 핸들을 잡지 않고 도어 핸들의 잠금 버튼을
한 번 터치합니다. 차가 잠겼음을 알리기 위해
비상등이 1회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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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기
스마트 키를 운전자가 가지고 있거나 비금속 백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잠기지 않고 경고음이 울

나 서류 가방에 넣어 놓았을 때는 키 없이 일괄 닫

립니다. 비상등은 깜박이지 않고 실외 미러는 접히

기(본 기능이 선택되어 있을 때)가 가능합니다. 도

지 않습니다. 도어, 보닛, 트렁크가 잘 닫혔는지 확

어 잠금 버튼을 3초 터치하면 차가 정상으로 잠기

인하십시오. 시동 스위치가 꺼졌는지 확인하고 차

고 부분 경보가 설정됩니다.

를 다시 잠그십시오. 잠그기 실패가 반복되면 JLR

참고 : 윈도는 도어 잠금 버튼을 터치하고 있는 동
안에만 닫힙니다. 차를 완전히 잠그려면 모든 윈도
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도어 잠금 버튼을 터치해야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 일괄 닫기 기능은 계기판의 Vehicle
Settings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
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차를 잠그고 열거나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의 상태를 바꿀 때 내부 도어 핸들이나 외부 도어
핸들을 당기면 시스템이 이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도어 잠금장치와 릴리스 레버

잠금 확인
차의 잠금 상태나 경보 상태가 확실하지 않으면 스
마트 키의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키리스 엔트리 기
능을 사용하려면 외부 도어 핸들의 잠금 버튼을 터
치합니다. 현재의 잠금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비상
등이 한 번 깜박입니다.
참고 : 차가 잠기지 않고 경보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잠금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차가 정상으로 잠깁
니다. 차를 이중으로 잠그려면 잠금 버튼을 3초 내
에 2회 누르십시오.

잠그기 실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키로 잠그기 동작을
취해도 차가 잠기지 않습니다.
�

도어, 보닛, 트렁크 가운데 잘 닫히지 않은 것이
있다.

�

잠기지 않은 도어가 있다.

�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다.

1. 모든 도어를 닫고 마스터 잠금 버튼을 누르면 모
든 도어와 트렁크가 잠깁니다.
2. 마스터 열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도어와 트렁크
의 잠김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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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기
3. 도어의 잠김을 해제하려면 릴리스 레버를 당깁

패시브 경보 기능은 JLR 서비스 센터에서

니다. 좌우 앞도어의 릴리스 레버를 당기면 모든
도어의 잠김이 해제됩니다.
참고 : 스마트 키로 차를 잠그고 어느 도어의 릴리
스 레버를 당기면 해당 도어의 잠김이 해제됩니다.
해당 도어를 열면 경보가 울립니다.
참고 : 뒷좌석의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를 작동시켜
놓으면 뒷도어 잠금/열기 버튼과 뒷도어 릴리스 핸
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38페이지의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재잠금 기능과 경보 재설정 기능
스마트 키로 차의 잠김을 해제하면 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이후 40초 내에 차를 열지
않으면 차가 다시 잠기고 경보가 다시 설정됩니다.
이는 본의 아니게 차의 잠김이 해제되었을 때 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내장 사운더
경보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
에 배터리 내장 사운더가 작동합니다.
�

경보가 작동했다.

�

배터리가 분리되었다.

�

배터리 내장 사운드를 분리하는 것을 시도했다.

기울기 센서
기울기 센서는 차의 기울기에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감지합니다. 경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보 센서가 켜
져 있을 때 차의 기울기에 변화가 있으면 경보가 작
동합니다.

참고 : 경보 센서가 켜져 있었다면 자동 재잠금 기
능과 경보 재설정 기능이 작동할 때 경보 센서가
다시 켜집니다.

참고 : 기울기 센서는 하나의 경보 센서입니다. 경
보 센서는 Vehicle Settings 메뉴에서 1회의 경보
사이클에 한하여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52페이지
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차가 이중으로 잠겨 있었을 경우에 자동 재
잠금 기능과 경보 재설정 기능이 작동하면 차가 정
상 잠금 상태가 됩니다.

실내 움직임 센서

패시브 경보

해 들어오는 바람 등)을 감지합니다.

패시브 경보 기능이 선택되어 있을 때 실내에서 스

경보가 설정되어 있고 경보 센서가 켜져 있을 때 실

마트 키가 감지되지 않는 상태로 차를 완전히 닫으

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보가 작동합니다.

면 60초 후에 부분 경보가 설정됩니다.

참고 : 실내 움직임 센서는 하나의 경보 센서입니
다. 경보 센서는 Vehicle Settings 메뉴에서 1회의
경보 사이클에 한하여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52
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패시브 경보 기능이 작동하려면 시동 스위치를 끄
고 도어, 보닛, 트렁크를 모두 닫아야 합니다.

실내 움직임 센서는 실내의 움직임(열린 윈도를 통

패시브 경보 기능을 선택하면 차가 잠기지는 않지
만 실내나 실외의 트렁크 버튼으로 트렁크를 열 수
는 없습니다. 잠금식 연료 플랩은 항상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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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기
경보 끄기
경보가 작동했을 때는 다음 방법 가운데 하나로 경
보를 끌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키의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2. 키 없이 열기 기능으로 도어를 엽니다. 10페이지

4. 외부

도어 핸들을 당겨 모든 도어가 잠겼는지 확
인합니다. 외부 도어 핸들을 당길 때는 스마트
키를 도어에서 2m 이상 떨어뜨리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는 모든 도어를 수동으로

의 키리스 엔트리(키 없이 승차하기)를 참조하십

잠가야 합니다.

시오.

이에는 비상 키가 필요합니다. 8페이지의 차량 열

3. 스마트 키를 실내에 두고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 85페이지의 시동 백업을 참조하십시
오.

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비상 잠그기 절차를 실행할 때 비상 키를
실내에 두지 마십시오.

메시지 센터에 마지막 경보가 작동한 원인이 표시
됩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비상 잠그기
경보 시스템이나 잠금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때는
운전석 도어 키홀을 사용하여 모든 도어를 수동으
로 잠그십시오.
이에는 비상 키가 필요합니다. 8페이지의 차량 열
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비상 잠그기 절차를 실행할 때 비상 키를
실내에 두지 마십시오.

비상 키 사용 방법
1. 도어 등 차의 개폐부를 모두 닫고 비상 키를 운
전석 도어 키홀에 삽입합니다.
2. 비상 키를 뒤쪽으로 90°돌립니다.
3. 모든 도어가 정상으로 잠기고 트렁크에 접근할

비상 키 사용 방법
1. 도어를 열고 도어 가장자리에서 비상 키홀의 커
버를 찾습니다. 비상 키홀의 커버에는 잠금 아이
콘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상 키를 커버의 슬롯에
삽입하고 커버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해제
한 후 커버를 당겨 도어에서 분리합니다. 커버를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2. 비상 키를 키홀에 단단히 삽입합니다. 도어 잠금
장치가 작동합니다. 비상 키를 빼냅니다.

수 없게 됩니다.

19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19

2017-06-26 오전 11:10:23

하차하기
3. 커버를 다시 씌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시
킵니다.
4. 도어를 닫고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도어에서도 같은 작업을 반복하십시오.

센서 결함
경보 센서에 결함이 있을 때 차의 잠김을 해제하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를
점검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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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전동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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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차가 움직일 때 시트를 조절하면 차량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바른 착석 자세
등받이를 눕히고 앉으면 충돌이나 급제
동이 있을 때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등받이를 눕히면 안
전 장치(안전벨트와 에어백)의 보호 효
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안전벨트는 히
프와 가슴에 밀착되어야 정상적인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등받이를 많이 눕
힐수록 탑승자의 히프가 허리 벨트 밑
으로 미끄러지고 탑승자의 목이 어깨
벨트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
전자와 승객 모두 등받이를 세우고 좌
석에 깊이 앉아서 안전벨트를 올바로
채워야 합니다.

1. 쿠션 길이 조절
2. 볼스터 조절(팽창/수축)
3. 허리받침 강도 조절
4. 등받이 각도 조절
5.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6. 시트 높이 조절
7. 시트 거리 조절
8. 쿠션 앞쪽 기울기 조절
시트를 조절하려면 스마트 키가 실내에 있고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일 때는 운전석 시트를 조절
하지 마십시오. 운전석 시트가 갑자가
움직이거나 예기치 않게 움직이면 차량
통제력을 잃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시트의 이동 정지
시트가 이동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이동을 멈춥
니다. 이동을 멈춘 시트는 리셋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습니다.
시트를 리셋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트, 헤드레스트, 안전벨트, 에어백은 모두 사용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을 올바로 사용해

1.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야 보다 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을 잘 지키

2. 시트를 멈추는 지점까지 이동시킵니다.

십시오.

3. 스위치를 2초 이상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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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1. 척추 밑부분을 뒤로 최대한 보내고 똑바로 않으

운전석, 스티어링휠, 실외 미러를 운전에 알맞게 조

십시오. 사고가 있을 때 안전벨트가 최상의 보호

절한 다음에는 운전석 메모리 버튼을 사용하여 조

효과를 발휘하려면 등받이를 너무 눕히고 앉지

절한 위치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올 수

말아야 합니다.

있습니다.

2. 운전석을 스티어링휠에 너무 가깝게 조절하지

앞승객석을 조절한 다음에는 앞승객석 메모리 버튼

마십시오. 가슴과 에어백 커버 사이를 254mm

을 사용하여 조절한 위치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스티어링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휠은 바른 위치에서 두 팔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잡으십시오.
3. 헤드레스트는 상단이 정수리에 오도록 조절하십
시오.
4. 안전벨트는 목과 어깨 사이의 중간 지점을 지나
도록 매십시오. 허리벨트(안전벨트의 허리 부분)
는 히프를 가로지르도록 매고 배를 가로지르도
록 매지 마십시오.
운전하기에 편한지, 차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메모리 설정하기
1. 메모리 설정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기능이 작동
합니다.
2. 5초 내에 메모리 버튼 가운데 하나를 누르면 현
재 위치가 저장됩니다. 운전석 위치를 저장할 때
는 메시지 센터에 MEMORY 1(2 or 3) SETTINGS SAVED[메모리 1(2 또는 3) 위치 저장됨]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차임이 울립니다.
위치는 5초 동안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버튼에 새 위치를 저장하면 먼저 저장한 위

운전자 위치 메모리

치가 지워집니다.

저장한 위치 불러오기
저장된 위치를 불러오기 전에 시트 주
변에 장애물이 없고 탑승자가 움직이는
부품에서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원하는 메모리 버튼을 누릅니다. 운전석 위치를
불러올 때는 메시지 센터에 MEMORY 1(2 or 3)
SETTINGS RECALLED[메모리 1(2 또는 3) 위치
불러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 메모리 설정 버튼
2. 메모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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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좌석
앞승객석의 이동
운전자와 뒷승객은 그림의 스위치를 눌러 앞승객석
을 앞이나 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그림의 스위치(장착시)를 눌러 앞승객석
을 앞이나 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 앞승객석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을 때는 앞
승객석 이동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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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뒷좌석의 안전
어떤 경우에도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차가 움직일 때는 모든 탑승자가 좌석
에 똑바로 앉아 안전벨트를 채워야 합
니다.

3. 등받이 각도 조절 스위치
4. 앞승객석 선택 스위치 : 앞승객석을 조절하려면
본 스위치를 누르고 2번 스위치와 3번 스위치를
사용하여 앞승객석을 조절합니다.

뒷좌석 위치 메모리

안전벨트로 물건을 고정시킬 때는 안전
벨트가 손상되거나 예리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고급 시트

1. 간편 승하차를 위해 뒷좌석을 홈 위치로 보내려
면 스위치를 길게 누릅니다.
2. 메모리 설정 버튼
3. 메모리 버튼
뒷좌석을 조절한 다음에는 뒷좌석 메모리 버튼에
조절한 뒷좌석 위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25페이
지의 고급 시트 참조) .
1. 메모리 설정 버튼을 눌러 저장 기능을 켭니다.
2. 5초 내에 메모리 버튼의 하나를 누르면 조절한
뒷좌석 위치가 저장됩니다.
조절한 뒷좌석 위치는 5초 동안에만 저장할 수 있
습니다.
메모리 버튼에 새 위치를 저장하면 기존에 저장된
1. 허리받침 조절 스위치

위치가 지워집니다.

2. 시트 거리 조절 스위치
참고 : 앞승객석을 조절할 때는 본 스위치가 4
방향 스위치가 되어 시트를 앞뒤로 이동시키거
나 시트를 높이거나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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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접이식 테이블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은 물건은 사고,
급제동, 급회전이 있을 때 돌진하여 탑
승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 놓
으십시오.

테이블 펴기
1. 핸들을 당깁니다.
2. 테이블 아래쪽 가장자리를 당겨 테이블이 수평
이 되게 만듭니다.
테이블을 접으려면 앞쪽 가장자리(3)를 밑으로 당
긴 후 보관 위치로 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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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앞좌석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는 머리(목이 아님)를 받치
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충돌
이나 급제동이 있을 때 뒤로 쏠리는 머
리를 받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
다.

전동식 앞좌석 헤드레스트
차에 두 종류의 헤드레스트 중 한 종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측면에 잠금 버튼이 있고 한
종류는 좌우에 윙이 있습니다.
참고 : 전동 앞좌석 헤드레스트는 분리할 수 없습
니다.

차가 정지해 있을 때 헤드레스트를 상
단이 탑승자의 정수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조절하십시오. 헤드레스트를 이
와 같이 조절하지 않으면 충돌이 있을
때 탑승자가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차가 움직일 때는 헤드레스트를 조절하
지 마십시오.
참고 : 앞좌석 헤드레스트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잠금 버튼이 있는 전동 헤드레스트 조절하기
1.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21페이지
의 전동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2. 헤드레스트의 각도를 조절하려면 헤드레스트 측
면의 잠금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각도로 기울입
니다.

앞좌석 헤드레스트 조절
1. 헤드레스트 높이기 : 헤드레스트를 멈춤 위치에
고정될 때까지 위로 당깁니다.
참고 : 헤드레스트를 세 번째 멈춤 위치 이상으
로 높이지 마십시오.

2. 헤드레스트 낮추기 : 헤드레스트 측면의 버튼을
누르고 헤드레스트를 밑으로 누릅니다.

윙이 있는 전동 헤드레스트 조절하기
1. 헤드레스트 측면부를 첫 번째 위치나 두 번째 위
치로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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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2. 헤드레스트를 당기거나 밀어 각도를 조절합니다.

3. 헤드레스트의 각도를 조절하려면 헤드레스트 측

참고 : 스크린이 설치된 헤드레스트에는 각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면의 잠금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각도로 기울입

3.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은 21페이지

헤드레스트를 분리하려면 등받이 각도를 적절히 조

의 전동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니다.
절하고 두 잠금 버튼을 함께 누른 상태로 헤드레스
트를 들어올려 빼내십시오.

수동식 앞좌석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를 분리한 좌석에 탑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충돌이나 급제동이 있
을 때 해당 탑승자가 목을 다칠 위험이
커집니다.
참고 : 헤드레스트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등받이를
앞이나 뒤로 이동시킬 때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
뒷좌석 헤드레스트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충돌시 보호 효과를 높이려
면 뒷좌석 헤드레스트를 머리 뒷부분에
최대한 가까이 오도록 조절해야 합니
다.

분리한 헤드레스트는 잘 고정시켜 보관
하십시오.

헤드레스트 조절
1. 헤드레스트를 높이려면 헤드레스트를 위로 당깁
니다. 헤드레스트는 멈춤 위치에서 찰칵소리를
내며 고정됩니다.
참고 : 헤드레스트를 세 번째 멈춤 위치보다 높
이지 마십시오.

2. 헤드레스트를 낮추려면 잠금 버튼을 누르고 헤
드레스트를 밑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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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윙이 있는 외측 헤드레스트 조절
1. 헤드레스트 측면부를 첫 번째 위치나 두 번째 위
치로 당깁니다.
2. 헤드레스트를 높이려면 헤드레스트를 위로 당깁
니다. 헤드레스트는 멈춤 위치에서 찰칵소리를
내며 고정됩니다.
뒷좌석 헤드레스트 조절
1. 헤드레스트를 높이려면 헤드레스트를 위로 당깁
니다. 헤드레스트는 멈춤 위치에서 찰칵소리를
내며 고정됩니다.
2. 헤드레스트를 낮추려면 잠금 버튼을 누르고 헤
드레스트를 밑으로 누릅니다.
3. 헤드레스트의 각도를 조절하려면 헤드레스트 측
면의 잠금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각도로 기울입
니다.
4. 중앙석 헤드레스트의 각도를 조절하려면 헤드레
스트를 앞뒤로 기울입니다.

참고 : 헤드레스트를 멈춤 위치(하나뿐임)보다
높이지 마십시오.

3. 헤드레스트를 낮추려면 두 잠금 버튼을 함께 누
르고 헤드레스트를 밑으로 누릅니다.

헤드레스트의 분리
탑승자가 있는 좌석에서 헤드레스트를
분리하고 운전하지 마십시오. 헤드레스
트가 없으면 충돌시 탑승자가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참고 : 뒷좌석 좌우의 헤드레스트는 분리할 수 없
습니다.

5. 중앙석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조절하려면 헤드레
스트를 올리거나 내립니다. 높이는 세 가지로 조
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중앙석 헤드레스트를 높이거나 낮출 때는
잠금 버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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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어린이 시트를 설치할 때는 뒷좌석 중앙 헤드레스
트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분리한 헤드레스트는 잘 고정시켜 보관
하십시오. 잘 고정시켜 보관하지 않으
면 사고가 있을 때 자리를 이탈하여 탑
승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1.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올립니다.
2. 두 잠금 버튼을 함께 누릅니다.
3. 헤드레스트를 분리합니다.
어린이 시트를 제거했을 때는 헤드레스트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다시 설치하려면 방향을 맞춘 후 받
침대를 구멍에 삽입하고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밑
으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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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휠
스티어링휠의 조절
차가 움직일 때는 스티어링휠을 조절하
지 마십시오.

스티어링휠의 위치는 좌석 위치 및 실외 미러 위치
와 함께 운전자 위치 메모리에 세 가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23페이지의 운전자 위치 메모리를 참조
하십시오.

스티어링휠에 장착하는 보안 장치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승하차 모드에서 스
티어링휠이 움직이면 차(앞유리 등)가

승하차 모드

손상되거나 탑승자가 다칠 수 있습니
다.

스티어링휠 조절기를 AUTO 위치에 놓으면 스티어
링휠과 운전석이 승하차에 편리한 위치로 이동합니
다.
운전석 도어를 열면 하차가 용이하도록 스티어링휠
이 최고 높이로 이동합니다. 운전석 도어를 닫고 시
동 스위치를 켜면 스티어링휠이 이전 위치로 돌아
갑니다.

스티어링휠의 높이와 거리를 조절하려면 다음과 같

참고 : 스티어링휠이 승하차 위치로 이동하는 도
중에 스티어링휠을 조절하면 스티어링휠이 이동을
멈춥니다.

이 합니다.

승하차시 스티어링휠이 이동하지 않게 하려면 조절

�

거리를 조절하려면 스위치를 앞으로 밀거나 뒤
로 당깁니다.

�

높이를 조절하려면 스위치를 위로 당기거나 밑
으로 누릅니다.

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AUTO 위치에서 뺍니다.
참고 :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휠이 하차 위치에
있을 때는 스티어링휠 조절기가 AUTO 위치를 벗
어납니다. 운전석 도어를 닫고 시동 스위치를 켜면
운전석 시트와 스티어링휠이 이전 위치로 돌아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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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휠
열선 스티어링휠
스위치를 누르면 스티어링휠의 열선이
켜집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꺼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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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전벨트의 사용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만드는 장치(클립
등)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에 안전벨트 조절장치가 안전벨트의
느슨함을 없애는 것을 방해하거나 안전
벨트의 느슨함을 없애기 위해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조절하는 것을 방해하는 변
경을 가하거나 장치를 부착해서는 안됩
니다. 느슨한 안전벨트는 보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안전벨트는 신체의 골격을 받치게 되어
있으므로 허리 부분은 골반을 낮게 가
로지르도록 매고 어깨 부분은 가슴과
어깨를 가로지르도록 매야 합니다. 허
리 부분이 복부를 가로지르도록 매서는
안됩니다.
안전벨트는 편안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단단히 매야 정상적인 보호 효과를 발
휘합니다. 느슨하게 맨 안전벨트는 보
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안전벨트
의 위치를 잡는 슬라이더(사용시)는 안
전벨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절하십
시오.

등받이를 눕히고 앉으면 충돌이나 급제
동이 있을 때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등받이를 눕히면 안
전 장치(안전벨트와 에어백)의 보호 효
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안전벨트는 히
프와 가슴에 밀착되어야 정상적인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등받이를 눕힐수록
탑승자의 목이 어깨 벨트와 접촉할 위
험이 커집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 등
받이를 세우고 좌석에 깊이 앉아서 안
전벨트를 올바로 채워야 합니다.
에어백은 안전벨트의 보호 효과를 높이
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백이 안전벨트
를 대신해 주지는 못하므로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모든 탑
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중
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커
집니다.
허리 벨트만 매거나 어깨 벨트만 매서
는 안됩니다(사고시 다칠 위험이 크게
높아짐).

안전벨트가 꼬이게 매서는 안됩니다.
안전벨트는 한 사람이 하나씩 매야 합
니다. 성인이 무릎에 어린이를 앉고 안
전벨트를 함께 매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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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1. 안전벨트 빼내기 : 좌석을 알맞게 조절하고 좌석

안전벨트의 높이 조절 : 조절기를 눌러 캐치를 풉

에 똑바로 앉아 안전벨트를 천천히 빼냅니다.

니다. 조절기를 누른 상태로 높이를 조절한 다음 조

안전벨트가 목과 어깨 끝 사이의 중앙을 지나야

절기를 놓고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벨트가

합니다.

목과 어깨 끝 사이의 중앙을 지나야 합니다. 뒷승객

뒷승객도 안전벨트가 목과 어깨 끝 사이의 중앙
을 지나도록 앉아야 합니다.
2. 안전벨트 채우기 : 안전벨트 물림쇠를 맞는 버클
(가장 가까운 것)에 찰칵소리가 나도록 끼웁니다.
안전벨트를 풀려면 적색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 안전벨트를 풀 때는 안전벨트가 급히 감
겨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잡
고 적색 버튼을 누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 안전벨트가 목과 어깨 끝 사이의 중앙을 지나도
록 앉아야 합니다.

임산부의 안전벨트 착용
임산부는 본인과 태아 모두가 안전하도
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허리
벨트만 매고 어깨 벨트를 등뒤로 보내
거나 어깨 벨트만 매고 허리 벨트를 깔
고 앉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사
고나 급제동이 있을 때 다칠 위험을 크
게 높입니다.
사고시의 충격을 줄일 목적으로 몸과
안전벨트 사이에 물건을 끼워서는 안됩
니다(위험하기도 하고 안전벨트의 보호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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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임산부의 안전벨트 조절 : 허리 벨트는 복부 밑에
서 히프를 편안하게 가로지르도록 매고 어깨 벨트
는 가슴 중앙을 거쳐 복부 옆으로 가도록 매십시오.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한 번 작동한 안전벨트 프리텐셔너는
다시 작동하지 않으므로 새것으로 교체
해야 합니다. 작동한 안전벨트 프리텐
셔너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고
가 났을 때 에어백의 보호 효과가 떨어
집니다.
충돌이 있은 다음에는 안전벨트와 프리
텐셔너를 점검하십시오. 안전벨트나 프
리텐셔너에 이상이 있으면 재규어 서비
스 센터에 가서 새것으로 교체하십시
오.
큰 정면 충돌이 있을 때 에어백과 함께 작동하는 안
전벨트 프리텐셔너는 안전벨트를 조여 탑승자의 몸
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전벨트의 안전
헤어졌거나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안전
벨트는 교체해야 합니다.
큰 충격이 있을 때 사용했던 안전벨트
어셈블리는 손상이 없어 보여도 교체해
야 합니다.
안전벨트가 마모되었거나 손상되었거
나(잘림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
락하십시오.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
동하지 않을 때는 차를 운전하지 마십
시오.

안전벨트는 유자격 정비사가 검사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용 부품은 최소
한 원래의 부품과 규격이 같아야 합니
다. 의문이 있을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
터에 연락하십시오.
안전벨트의 어느 부분이라도 수리하거
나 교체하거나 변경하면 안전벨트의 보
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가 광택제, 오일, 화학약품, 배
터리액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염된 안전벨트는 연한 비눗물로 세
척하십시오. 오염된 안전벨트는 충격이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안전벨트로 물건을 고정시킬 때는 안전
벨트가 손상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닿
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몸과 안전벨트 사이에 단단한 물건, 부
서지기 쉬운 물건, 예리한 물건을 끼우
지 마십시오. 충격이 있으면 이들 물건
이 탑승자에게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좌석마다 전용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이들 안전벨
트는 나이가 12세 이상이거나 몸무게가 36kg 이상
인 탑승자에게 적합합니다. 나이가 12세 이하이거
나 몸무게가 36kg 이하인 탑승자는 어린이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40페이지의 어린이 시트 설치 위
치를 참조하십시오.
좌우 앞좌석 안전벨트에는 하중 제한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중 제한기는 큰 충격이 있을 때 안전벨
트가 받는 하중을 제한하여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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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전벨트 점검

안전벨트 리마인더가 보내는 시청각 경고는 차가

참고 : 경사로에 차를 세우면 안전벨트가 고정될
수 있는데 이는 하나의 안전 기능입니다. 상부 앵
커에서 천천히 당기면 안전벨트가 나옵니다.

판매된 지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가 정지

안전벨트는 손상, 잘림, 마모가 없는지와 리트랙터,

서는 앞승객석에도 안전벨트 리마인더가 적용됩니

버클, 조절기, 장착부가 정상인지를 정기적으로 검

다.

사해야 합니다

출발할 때 어느 안전벨트가 채워지고 운전 도중에

�

해 있느냐 일정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시청각 경고가 달라집니다. 일부 지역에

안전벨트를 채운 다음 버클 근처에서 안전벨트

어느 안전벨트가 채워지고 풀어지는지가 메시지 센

를 잡고 위로 급히 당깁니다. 버클이 물린 상태

터에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로 있어야 합니다.
�

안전벨트를 풀고 리트랙터에서 완전히 뺍니다.
안전벨트를 뺄 때 걸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완전히 감겨 들어가게 합니다. 감겨 들어갈 때도
걸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안전벨트를 리트랙터에서 일부만 뺀 다음 물림

그림에서는 좌석이 탑승자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탑

쇠를 잡고 위로 급히 당깁니다. 리트랙터가 고정

승자 아이콘의 색상이 안전벨트의 상태를 가리킵니

되어 안전벨트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

어느 테스트에서라도 안전벨트가 정상
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재규어 서
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안전벨트 리마인더
앞좌석과 뒷좌석의 안전벨트 리마인더는 차가 움직
일 때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채우고 있지 않거나 안
전벨트를 풀었을 때 이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
능을 합니다.
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풀면 안전벨
트 리마인더가 작동합니다. 안전벨트 리마인더는

1. 녹색 아이콘 - 해당 좌석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습니다.
2. 적색 아이콘 -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 해당
좌석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본 아이콘은 30
초 후에 회색이 됩니다.
3. 회색 아이콘 - 해당 좌석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 안전벨트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예
: 안전벨트를 채웠다. 안전벨트를 풀었다. 어느 도
어를 열었다 닫았다.) 탑승자 아이콘이 30초씩 표
시됩니다.

차가 판매된 지역에 따라 계기판에 경고등을 켜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58페이지의 안전벨트 경고등
(적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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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고음도 울립니다.
�

탑승자가 있는 앞좌석의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
지 않거나 운전 도중에 풀렸다.

�

어느 뒷좌석 안전벨트가 풀렸다.

참고 : 앞승객석에 무거운 물건을 놓으면 안전벨트
리마인더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앞승객석에 물건
을 놓을 때는 안전벨트를 채워 고정시키는 것이 권
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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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어린이는 체중이 9kg을 넘어 도움 없이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전향 어린이 시트
에 앉히지 마십시오. 어린이는 두 살이
될 때까지 척추와 목이 정면 충돌시 부
상을 입지 않을 만큼 발달되지 않습니다.
아기를 무릎에 안고 타지 마십시오. 충
돌이 있으면 아기의 체중이 최고 30배
로 늘어나 아기를 잡고 있을 수 없게 됩
니다. 어린이는 나이와 크기에 맞는 어
린이 시트에 앉혀야 충돌시 부상 위험
이 감소됩니다.

뒷좌석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어린이 안전 잠금장
치를 작동시켜 뒷도어 안쪽 핸들과 뒷도어 윈도의
작동을 차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린이 시트가 잘 고정되지 않으면 충
돌시 어린이 시트에 앉은 어린이가 위
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시트에 포
함된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십시오.

스위치를 누르면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LED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며 메시지 센터에 하나
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가 해

어린이는 보통 나이와 크기에 맞는 보
조 시트에 앉혀야 안전벨트를 올바로
맬 수 있어 충돌시 부상 위험이 감소됩
니다. 어린이 시트가 잘 고정되지 않으
면 충돌시 어린이 시트에 앉은 어린이
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제되고 LED 표시등이 꺼지며 메시지 센터에 다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어린이 시트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어린이를 앞승객석에 앉히
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앞승객석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앞승객석을 뒤로
최대한 물리고 위로 최대한 높인 후 전
향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여 앉히십시오.
후향 어린이 시트는 팽창하는 에어백과
충돌하여 어린이에게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받이 뒤에 거는 어린이 시트는 단단
히 고정되지 않아 어린이가 안전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에 성인이나 큰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벨
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2세 미만의 유아와 소아
는 나이와 크기에 맞는 어린이 시트에 앉혀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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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앞승객석에 어린이 시트를 설치할 때는(법에 허용
되는 경우) 먼저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앞승객석을 뒤로 완전히 물립니다.

�

허리받침의 강도를 최소에 맞춥니다.

�

쿠션의 높이를 최고에 맞춥니다. 쿠션 앞부분의
경사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면 경사를 최대한
낮춥니다.

�

등받이를 똑바로 세웁니다.

�

안전벨트 상부 앵커를 최저 위치에 맞춥니다.

앞승객석 선바이저에 표시된 본 심벌은 작동하는
프런트 에어백이 있는 앞승객석에 후향 어린이 시
트를 설치해서는 안됨을 가리킵니다.

에어백이 켜져 있는 앞승객석에 후항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앉히
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작동하는 프런트 에어백이 있는 앞승객
석에 후향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여 어
린이를 앉히면 사고로 에어백이 전개될
때 어린이가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측 B 필라에 부착된 위 라벨은 어린이가 앞좌석
사이드 에어백에 너무 가까이 앉으면 안됨을 가리
킵니다.

앞승객석쪽 B 필라에 표시된 본 심벌은 작동하는

어린이의 머리가 사이드 에어백에 너무
가깝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이드 에어
백이 팽창하면 어린이가 큰 상해를 입
을 수 있습니다.

프런트 에어백이 있는 앞승객석에 후향 어린이 시
트를 설치해서는 안됨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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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어린이 시트 설치 위치
충돌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는 뒷좌석에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여 앉히는 것이 가
장 안전합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가더라도 모든 탑승
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어린
이는 어린이 시트 사용). 이를 지키지 않
으면 사고가 났을 때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표에 나오는 정보는 본 설명서 제작 시점에 적용됩
니다. 때에 따라 구입 가능한 어린이 시트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시트에 대한 최신 정보
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 다음 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
니다. 어린이 시트의 형식과 설치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 표의 연령은 대략적인 것입니다. 연령보다
체중에 맞는 어린이 시트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어린이를 어느 좌석에 어떻게 앉혀야 하는
지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운전자는 현
지 규정에 맞게 어린이를 앉힐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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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시트 위치
체중 그룹
0 = 10kg 이하(생후 9개월 이하)

앞승객석*
X

뒷좌석

뒷좌석

뒷좌석

(윈도쪽)**

(중앙)

(중앙)***

U

U

X

0+ = 13kg 이하(생후 18개월 이하)

X

U

U

X

I = 9~18kg(생후 9개월~4세)

UF

U

U

X

II = 15~25kg(4~9세)

UF

U

U

X

III = 22~36kg(8~12세)

UF

U

U

X

U - 해당 체중 그룹에 승인된 범용 어린이 시트에 적합.

** 조절식 2열 시트가 있는 차량은 어린이 시트가

UF -	해당 체중 그룹에 승인된 범용 전향 어린이 시트에
적합.

잘 받쳐지도록 등받이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X = 본 체중 그룹의 어린이 시트에 적합하지 않음.

* 앞승객석에서 어린이 시트를 사용할 때는 앞승객
석 에어백을 끄십시오. 앞승객석에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려면 앞승객석을 다음과 같이 조절하십시오.

*** 뒷좌석에 고급 시트가 장착된 차량은 뒷좌석 중
앙석이 전향 어린이 시트나 후향 어린이 시트를 설
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후향 어린이 시트를 설치할 때는 앞좌석
을 앞과 위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앞좌석이 어린이

�

시트를 뒤로 최대한 물립니다.

�

시트쿠션을 최대 높이로 올립니다.

좌석에 후향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면 앞좌석 탑승

�

등받이를 똑바로 세웁니다.

공간이 감소됩니다.

시트의 어느 부분도 압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뒷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기 위해 헤드레스트를 분리한
좌석에 승객이 탈 때는 헤드레스트를 다시 설치해
야 합니다. 28페이지의 수동 앞좌석 헤드레스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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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ISOFIX 어린이 시트 설치 위치
어린이 시트에 표시된

크기 등급

고정장치

캐리코트

F

ISO/L1

X

(Carry-cot)

G

ISO/L2

X

0 = 10kg 이하

E

ISO/R1

IL

Baby-Safe ISOFIX Base가
있는 Britax/Römer

0+ = 13kg 이하

E

ISO/R1

IL

Baby-Safe Plus

(0~18개월)

D

ISO/R2

IL

C

ISO/R3

IL

I = 9~18kg

D

ISO/R2

IL

(9개월~4세)

C

ISO/R3

IL

-

B

ISO/F2

IUF

Britax/Römer Duo Plus

B1

ISO/F2X

IUF

A

ISO/F3

IUF

-

-

-

체중 그룹

2열 외측 좌석* 권장 어린이 시트

(0~9개월)

II / III = 15~36kg
(4~12세)

IUF =	해당 체중 그룹에 사용하는 것이 승인된 범용 전
향 ISOFIX 어린이 시트에 적합.
IL =	사용하는 차가 정해진 어린이 시트, 용도가 제한
된 어린이 시트, 준범용 어린이 시트에 적합.
X

-

-

참고 : 2열 좌우 외측 좌석에 ISOFIX 앵커가 만들
어져 있으므로 ISOFIX 어린이 시트는 제조사의 지
시에 따라 이들 좌석에 설치해야 합니다.

=	본 체중 그룹의 ISOFIX 어린이 시트에 적합하지
않음.

42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42

2017-06-26 오전 11:10:25

어린이의 안전
권장 어린이 시트
어린이의 체중/연령

�

Britax/Römer Baby Safe
Plus

I 그룹

Britax/Römer Duo Plus

II, III 그룹

Britax/Römer Kid Plus

어린이 시트 점검
어린이 시트 앵커는 올바로 설치한 어
린이 시트의 하중만 지탱할 수 있습니
다. 어린이 시트 앵커에 안전벨트나 멜
빵을 연결하거나, 물건이나 장비를 고
정시켜서는 안됩니다.
차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어린이에게 맞는 어린이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

어린이 시트 제조사에서 제공한 설명서를 잘 따
르십시오.

�

운전을 시작할 때마다 어린이 시트를 알맞게 조
절하십시오.

�

안전벨트에서 느슨한 부분을 없애십시오.

�

ISOFIX 어린이 시트를 설치할 때는 상부 묶음띠
를 연결하십시오.

�

어린이 시트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테스트하십
시오.

�

어린이에게 너무 두툼한 옷을 입히거나 어린이
의 몸과 어린이 시트 사이에 물건이나 패드를 넣
지 마십시오.

�

보이십시오.

권장 시트

0, 0+ 그룹

어린이 시트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상태가 양
호한지 자주 점검하십시오. 단단히 고정되지 않
거나 마모 또는 손상이 있는 어린이 시트는 신속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어린이에게 모범을

�

다리가 있는 어린이 시트는 다리를 바닥에 단단
히 접촉되도록 조절하십시오.

�

일부 어린이 시트는 헤드레스트를 분리해야 단
단히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분리한 헤드레스트
는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어린이 시트를 제거한
후에 다시 설치하십시오.

보조 시트
어린이 시트에 앉히기에는 몸이 너무 크고 3점 안
전벨트를 매기에는 몸이 너무 작은 어린이는 보조
시트에 앉히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조 시트는 제조
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십시오. 보조 시트
를 설치한 다음에는 안전벨트를 알맞게 조절하십시
오.
ISOFIX 커넥터가 있는 보조 시트를 고정시킬 때는
안전벨트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ISOFIX 어린이 시트 설치하기
2열 중앙석에는 ISOFIX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ISOFIX 앵커는 2열
중앙석에 설치한 ISOFIX 어린이 시트를
지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 시트를 앵커에 올바로 고정시키
지 않으면 사고나 충돌이 있을 때 어린
이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시트 앵커는 올바로 설치한 어
린이 시트의 하중만 지탱할 수 있습니
다. 어린이 시트 앵커에 안전벨트나 멜
빵을 연결하거나, 물건이나 장비를 고
정시켜서는 안됩니다.

히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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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어린이 시트를 뒷좌석 중앙석에 설치할
때는 중앙 팔걸이를 세우십시오(등받이
에 넣음).

3. 어린이 시트 잠금장치를 보호용 슬리브를 통해

2열 좌우 외측 좌석에 ISOFIX 앵커가 만들어져 있

음띠가 있는 어린이 시트 설치하기를 참조하십시

습니다.

오.

뒷좌석에 고급 시트가 장착된 차량은 뒷좌석에

어린이 시트가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테스트하십시

ISOFIX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기 전에 뒷좌석 등받

오. 어린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좌우로 흔들어 보

이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십시오. 안전해 보이더라도 어린이 시트가 앵커에

앵커에 끼웁니다.
어린이 시트에 묶음띠가 있을 때는 44페이지의 묶

잘 고정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어린이 시트에 상부 묶음띠가 있을 때는 이
를 상부 앵커에 연결하여 알맞게 조이십시오.
참고 : 다리가 있는 어린이 시트는 다리를 바닥에
단단히 접촉되도록 조절하십시오.

묶음띠가 있는 어린이 시트 설치하기
묶음띠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린이 시트
에 포함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묶음띠는 등받이 상단의 헤드레스트 받
침대 사이로 넘기십시오.
어린이 시트를 설치하기 위해 제거한
헤드레스트는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시트를 설치할 뒷좌석의 등받이
가 똑바로 세워져 있고 단단히 고정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ISOFIX 어린이 시트 설치하기
1. LATCH 하부 앵커가 있는 위치에 본 심벌이 표시
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2. 등받이와 시트쿠션 사이에서 하부 앵커를 찾습
니다. 어린이 시트와 함께 제공된 보호용 가이드
를 그림과 같이 삽입합니다. ISOFIX 라벨에 보호

좌우 뒷좌석 헤드레스트 후방에 묶음띠 앵커가 만
들어져 있습니다. 이들 앵커는 어린이 시트의 묶음
띠를 연결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묶음띠를 상부 앵커에 연결하고 팽팽하게 당기십시
오.

용 가이드를 삽입하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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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1. 뒷좌석에 어린이 시트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2. 묶음띠를 등받이 상단의 헤드레스트 받침대 사
이로 넘깁니다.*
3. 묶음띠 앵커의 커버를 엽니다.
4. 묶음띠 훅을 앵커에 연결합니다. 묶음띠 훅이 시
트 뒷면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5. 어린이 시트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묶음띠를 조
입니다.
참고 : * 뒷좌석에 고급 시트가 장착된 차량은 중
앙 팔걸이를 세우고 묶음띠를 위로 넘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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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에어백과 액티브 헤드레스트

충격이 클 때는 차에 어떤 안전 장치가
있더라도 탑승자가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량 특성, 도로 상
태, 날씨를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운
전하십시오.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하
지 마십시오.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충격의 종류에 따라
에어백이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데 이런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1. 앞승객석 에어백

3. 커튼

에어백
4. 운전석 에어백
참고 : 에어백이 있는 위치마다 AIRBAG이라는 표
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

어느 에어백이 전개되었다.

�

차의 전면이나 측면이 손상되었다.

�

에어백 시스템(에어백 커버 포함)에 균열이나 손
상이 있다.

�

황색 에어백 경고등이 켜졌다.

2. 사이드 에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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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액티브 헤드레스트

에어백은 특정 형태의 충돌이 있을 때 탑승자의 보

좌우 앞좌석에는 목뼈와 척추의 부상 위험을 줄여

호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에어백은 안전벨트를 착

주는 액티브 헤드레스트(AHR)가 장착되어 있습니

용할 필요성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에어백이 있든

다.

없든 모든 탑승자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

후방 충돌이 있으면 AHR이 위와 앞으로 이동하여

해야 합니다.

탑승자의 머리를 받쳐 줍니다. AHR은 작동한 후에

에어백의 전개 여부는 충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동으로 리셋되므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속도, 충돌 각도, 부딪친 물체의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전벨트로 탑승자를 보호

에어백의 작동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루프
라이닝과 도어 포스트 트림이 상태가
좋고 올바로 부착되어 있으며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루프 라이닝이나 도어
포스트 트림이 손상되었거나 마모되었
거나 잘 부착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신속
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에어백은 고속으로 팽창하므로 탑승자
에게 상해(안면 찰과상 등)를 입힐 수
있습니다. 상해 위험을 줄이려면 모든
탑승자가 좌석에 똑바로 앉아 안전벨트
를 올바로 착용해야 합니다. 좌석은 뒤
로 최대한 물려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경미한 사고 충격, 후방 추돌, 측면 충
돌, 사면 충돌 또는 추돌, 버스 또는 트럭 등과 같이
차고가 높은 차량과의 추돌 또는 충돌 사고시 에어
백 전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에어백이 전개되
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

후방 충돌

�

경미한 전방 충돌

�

경미한 측면 충돌

�

급제동

�

노면의 요철부 통과

충격에 따라 에어백이 전개됨이 없이 차체가 크게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에어백은 순식간에 팽창합니다. 한 번
팽창한 에어백은 2차 충돌시 보호 효과
를 발휘하지 못하므로 2차 충돌이 있을
때는 안전벨트가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충격이 클 때는 차에 어떤 안전 장치가
있더라도 탑승자가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충격의 종류에 따라 에어백이 탑승자
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
우에는 안전벨트가 유일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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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장애물

�

사람이나 물건이 에어백 모듈에 접촉하
거나 근접하여 에어백의 작동을 방해하
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어백 모듈에 접
촉하거나 근접한 물건은 에어백이 작동
할 때 튕겨나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
힐 수 있습니다.
승객이 몸의 일부(발, 무릎 등)나 물건
을 에어백 모듈에 접촉시키거나 근접시
켜 에어백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에어백 모듈과 탑승자 사이에 물건을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에어백을 지원하지 않는 시트커버는 사
용하지 마십시오. 시트커버에 대해 의
문이 있을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차의 측면과 머리/가슴 사이에 어느 정
도의 공간을 두어 커튼 에어백과 사이
드 에어백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도
록 하십시오.
에어백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에어백이
작동할 때 튕겨나가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을 루프 라이닝, 앞좌
석 등받이, 에어백 커버 위나 가까이에
부착하거나 위치시키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있을 때는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에어백의 전개를 방해하는 장애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에어백 커버에 접촉하거나 인접한 탑승자의 신
체 부분

�

에어백 커버에 놓여 있거나 인접한 물건

�

보조 손잡이에 걸어 놓은 물건(옷, 선스크린 등)

�

시트에 장착된 에어백을 가리는 물건(옷, 쿠션
등)

�

재규어의 승인이 없거나 시트에 장착된 에어백
을 지원하지 않는 시트커버.

이 밖에 다른 장애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탑승자는
에어백의 전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프런트 에어백
운전석과 앞승객석의 프런트 에어백은 충돌 강도에
따라 2단으로 전개됩니다. 충돌 강도가 크면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단까지 전개되고 충돌 강도가
작으면 이에 맞추어 1단만 전개됩니다.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은 탑승자의 가슴을 보호하는 에어백
으로 측면 충격이 있을 때 충격받은 쪽의 것만 전개
됩니다.

커튼 에어백
커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루프 라이닝과 A 포스트 트림이 손상
없이 올바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루프 라이닝과 A 포스트 트림이 손상
되었거나 올바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될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
서 해당 부위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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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에어백 경고등이 에어백 시스템에 결함
이 있음을 가리키면 앞승객석에서 어린
이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커튼 에어백은 측면 충격과 차량 전복이 있을 때 전
개되어 탑승자의 머리 부상을 줄여줍니다.
참고 : 전방 충돌이나 후방 충돌만으로는 커튼 에
어백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에어백 전개 효과
에어백이 팽창할 때 미세한 가루가 나
오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단, 이 가루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눈이나 상
처에 묻었을 때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
십시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천식
환자 등)에게는 이 가루가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때는 차에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
거나(가능시) 윈도를 열어 실내로 신선
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호흡 곤
란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으십시오.
에어백이 전개될 때 큰 소리가 나므로
잠시 불편과 청각 상실을 경험할 수 있
습니다.
에어백이 전개되면 에어백 구성품이 매
우 뜨거워질 수 있으므로 식을 때까지
손을 대지 마십시오.
프런트 에어백과 사이드 에어백은 팽창
후 바로 수축되어 탑승자에게 쿠션 효
과를 주고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가려
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에어백 경고등은 계기판에 위치하며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구 점검을 위해 잠시 켜집니다. 58페이지의
에어백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에어백 경고등이 다음 현상을 보일 때는 신속히 재
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를 점검받으십시오.
�

시동 스위치를 켰을 때 켜지지 않는다.

�

시동 스위치를 켜면 켜졌다가 6초 내에 꺼지지
않는다.

�

시동 스위치를 켤 때 이외의 시간에 켜진다.

시동 스위치를 켜면 진단 컨트롤 유닛이 에어백 시
스템의 다음 구성품이 정상인지 점검합니다.
�

에어백 경고등

�

로터리 커플러

�

에어백 모듈

�

안전벨트 프리텐셔너(앞좌서)

�

에어백 진단장치

�

충돌 센서

�

에어백 와이어 하니스

�

에어백 상태 표시등

�

앞좌석 안전벨트 버클 스위치

�

앞좌석 트랙 위치 센서

에어백 경고등
에어백 경고등은 에어백 시스템에 결함
이 있어 큰 사고가 나면 탑승자가 중상
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음을 가리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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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에어백 서비스 정보
전화 시스템은 에어백이 있는 차에 대
해 잘 아는 유자격 기술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을 때는 재규어 서비
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에어백의 어떤 부분도 정비, 수리, 교
체, 개조,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
위는 에어백을 불필요하게 작동시키거
나 필요할 때 에어백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

어느 에어백이 전개되었다.

�

차의 전면이나 측면이 손상되었다.

�

에어백 시스템(에어백 커버 포함)에 균열이나 손
상이 있다.

장애인을 위한 차량 개조
장애인을 위해 차를 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규
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에어백의 어떤 부분도 정비, 수리, 교
체, 개조, 변경하지 마십시오. 에어백
구성품 근처에 위치한 와이어나 구성품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는 에어
백을 불필요하게 작동시키거나 필요할
때 에어백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
다.
에어백의 구성품이나 와이어 근처에서
는 아무 전기 시험 장비도 조작하지 마
십시오. 이런 행위는 에어백을 불필요
하게 작동시키거나 필요할 때 에어백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다음 작업은 재규어 서비
스 센터에서 하거나 유자격 기술자가
해야 합니다.
�

에어백 구성품 근처에 위치한 와이어나 부품을
제거하거나 수리하기

�

전기/전자 장비/액세서리를 설치하기

�

차량 전면이나 측면을 변경하기

�

차량 전면이나 측면에 액세서리 부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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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계기판
계기판은 운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1. 타코미터

4. 속도계

2. 기어 위치 표시창

5. 현재 속도

3. 온도 게이지

6. 메시지 센터

게이지 바늘이 적색 구간으로 들어가면 엔진이

7. 외부 온도

과열된 것입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차

8. 트립 정보

를 세우고 엔진을 공회전시켜 온도를 낮추십시
오. 몇 분이 지나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면 시
동을 꺼서 엔진을 식히십시오. 온도가 다시 올라

9. 총 주행 거리(적산거리계)
10. 연료 게이지
연료가 바닥나도록 엔진을 작동시키

가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지 마십시오.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

엔진이 과열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

니다.

면 엔진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엔진이 과열되면 엔진 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에어컨이 작동을 멈출 수 있는데 이는
엔진 부하를 줄여 엔진의 냉각을 돕기 위한 정
상적인 동작입니다.

11.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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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계기판 메뉴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참고 : 전화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표시됩니다.
�

Favourites(즐겨찾기) 또는 Queue(큐)
참고 : 미디어 소스에 따릅니다.

�

Source(소스)

�

Display(화면)

�

Driving Features(운전 기능)

�

Trip Computer(트립 컴퓨터)

�

Settings(설정)

세팅에 변경을 가하기 전에 사용 설명
서에 나오는 관련 정보를 잘 읽고 이해
해 놓으십시오. 이를 소홀히 하면 사람
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계기판 메뉴에서 다수의 차량 기능과 화면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 메뉴를 불러오고 검색할 때는 스티어링휠의
메뉴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1. 스티어링휠의 메뉴 컨트롤 : OK 버튼을 눌러 메
뉴를 열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목록을 위나 아래로 검색하려면 상향/하향 화
살표를 누릅니다.

�

하위 목록을 보려면 우향 화살표를 누릅니다.

�

이전 메뉴로 돌아가려면 좌향 화살표를 누릅
니다.

�

목록에서 하이라이트된 항목을 선택하려면
OK 버튼을 누릅니다.

2. 다음 메뉴 옵션을 스크롤합니다.
�

�

Tyre Pressures(타이어 공기압)

�

Service(서비스)

참고 : 엔진이 작동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와 정보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
고 메시지가 나와 있을 때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않으면 차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휠의 OK 버튼을 눌러 경고 메
시지를 제거하면 경고 메시지를 유발한
결함을 제거할 때까지 황색 경고 아이
콘이나 적색 경고 아이콘에 불이 들어
옵니다.
경고 메시지의 종류와 의미나 경고 메시지가 나타
났을 때 필요한 조치는 해당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복수의 경고 메시지가 있을 때는 모든 메시지가 우
선순위에 따라 2초씩 표시됩니다.

Recents(최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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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참고 : 메시지는 중요성 순서로 표시됩니다. 중요
성이 큰 메시지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경고 메시지에는 경고음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경

�

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고 메시지 옆에 사용 설명서 심벌이 표시될 수도 있
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이를 유발한 결함을 제거하
거나 스티어링휠의 OK 버튼을 누를 때까지 표시되

Display content(화면 내용) : 계기판에 표시되
Trip bank(트립 뱅크) : Trip A, Trip B, Trip
Auto를 선택합니다.

�

Trip Units(트립 단위) : 단위를 선택합니다.

어 있습니다. 스티어링휠의 OK 버튼을 눌렀을 때는

트립 컴퓨터 값을 0으로 리셋하려면 i 버튼을 2초

경고 메시지를 유발한 결함을 제거할 때까지 경고

누릅니다.

아이콘에 불이 들어옵니다.

Trip A와 Trip B 트립에서 리셋할 수 있는 값은 주

트립 컴퓨터

행 거리, 평균 속도, 평균 연비입니다. 화면에 리셋
할 트립을 불러온 다음 Resetting Trip(트립 리셋중)

트립 컴퓨터에는 단일 구간이나 복수 구간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트립 버튼을 누르십시오.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트립 컴퓨터를 리셋하면 해

Trip Auto의 값은 시동 스위치를 켤 때마다 자동으

당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로 리셋되는 것으로서 수동으로 리셋할 수 없습니

트립 메모리에는 Trip A, Trip B, Trip Auto의 세 가

다.

지가 있습니다. 계기판 메뉴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트립 값은 연속적인 운전 기록을 위해 합칠 수

트립 메모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립 컴퓨터의 사용

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Trip Auto
의 주행 거리, 평균 속도, 평균 연비가 표시되어 있
을 때 트립 버튼을 1초 이상 누르면 Adding Last
Journey(마지막 운전 추가) 메시지나 Removing
Last Journey(마지막 운전 제거)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려면 i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현재 트립에 이전 트립 정보가 추가되거
나 제거되어 새 값이 표시됩니다. 시동 스위치를 끌
때까지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트립 컴퓨터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트립 버튼을 짧게(1초 이하) 누르면 계기판에 트립
컴퓨터 메뉴가 나타납니다. 본 메뉴의 옵션에는 다
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간 거리
메모리를 리셋한 후 운전한 거리로서 9999.9(킬로
미터)까지 표시되었다가 0(킬로미터)으로 돌아갑니
다.

남은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
연비에 변화가 없을 때 연료 탱크에 남은 연료로 운
전할 수 있는 거리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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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미터법/영미법/혼합형 단위
트립 컴퓨터에 사용하는 단위는 메시지 센터의 Trip
Computer 메뉴에서 미터법, 영미법, 혼합형 사이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온도 단위는 미터법 단위나 영미법 단위와
독립적으로 섭씨(℃)와 화씨(℉)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비시기 표시계
다음 정비 시기가 다가오면 메시지 센터에 해당 정
비 시기까지 남은 거리나 기간이 표시됩니다. 다음
정비 시기까지 남은 거리나 기간이 초과되면 정비
시기 표시에 음(-)의 값이 사용됩니다.
정비시기 표시에는 거리나 기간 가운데 하나만 사
용될 수도 있고 거리와 기간 모두가 사용될 수도 있
습니다.
계기판의 Service 메뉴에서 다음 정비에 대한 정보
를 볼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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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개요

59페이지의 자동 속도 제한기(ASL)

계기판에 다음과 같은 경고등과 표시등이 켜질 수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있습니다.

59페이지의 코너링 라이트 경고등(진
57페이지의 배터리 충전 경고등(적색)

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을 참조하십시오.

59페이지의 브레이크 경고등(진황색)

57페이지의 브레이크 경고등(적색)을

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59페이지의
디젤 배기액(DEF) 경고등

57페이지의 중요한 경고 메시지 경고

(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등(적색)을 참조하십시오.

59페이지의 디젤 파티클 필터(DPF)


57페이지의
디젤 배기액(DEF) 경고등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적색)을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57페이지의 디젤 파티클 필터(DPF)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경고등(적색)을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57페이지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꺼짐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EPB) 경고등(적색)을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58페이지의 엔진 온도 경고등(적색)을

꺼짐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엔진/변속기 경고등(진황

58페이지의 차선이탈 경고등(적색)을

색)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외부 온도 경고등(진황색)

58페이지의 오일압력 부족 경고등(적

을 참조하십시오.

색)을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FOLLOW 모드 경고등(진

58페이지의 안전벨트 경고등(적색)을

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일반 경고/정보 메시지 경

58페이지의 에어백 경고등(진황색)을

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참조하십시오.

60페이지의 예열 플러그 경고등(진황

58페이지의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

색)을 참조하십시오.

롤(ASPC)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


61페이지의
연료 부족 경고등(진황색)

시오.

을 참조하십시오.

59페이지의 ABS 경고등(진황색)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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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61페이지의 후방 안개등 경고등(진황
색)을 참조하십시오.
61페이지의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경고등(황색)을 참조하
십시오.

경고등과 표시등
경고등이나 표시등이 켜지면 이를 무시
하지 말고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하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차가 크게 손상
될 수 있습니다.

61페이지의 자동 상향 전조등(AHBA)

적색 경고등은 1차 경고에 사용됩니다. 적색 경고

표시등(녹색)을 참조하십시오.

등이 켜지면 운전자나 정비사가 신속히 문제를 조

61페이지의 크루즈 컨트롤 표시등(녹
색)을 참조하십시오.

61페이지의
디젤 파티클 필터(DPF)
표시등(녹색)을 참조하십시오.
61페이지의 방향지시등 표시등(녹색)
을 참조하십시오.

61페이지의
ECO 스탑/스타트 표시등

사해야 합니다.
진황색 경고등과 황색 경고등은 2차 경고에 사용됩
니다. 황색 경고등의 일부는 시스템이 작동함을 가
리키고 일부는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
비사의 점검을 받아야 하는 문제임을 가리킵니다.
계기판에 나타나는 녹색 표시등과 청색 표시등은
시스템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녹색)을 참조하십시오.

전구 점검

61페이지의 전방 경고 표시등(녹색)을

시동 스위치를 켜면 경고등 전구를 점검하기 위해

참조하십시오.

각종 경고등이 켜졌다가 3초 후에 꺼집니다. 단, 에


61페이지의
전방 안개등 표시등(녹색)

등은 6초)가 지나도 켜져 있는 경고등이 있으면 운

을 참조하십시오.

어백 경고등은 6초 후에 꺼집니다. 3초(에어백 경고
전에 앞서 원인을 조사하십시오.

61페이지의 기어 변속 표시등(녹색)을

일부 경고등이 켜질 때는 메시지 센터에 관련 메시

참조하십시오.

지가 나타납니다.

62페이지의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표

참고 : 전구를 점검할 때 모든 경고등/표시등의 전
구가 점검되는 것은 아닙니다(예 : 상향 전조등 표
시등과 방향지시등 표시등의 전구는 점검되지 않
음).

시등(녹색)을 참조하십시오.
62페이지의 차폭등 표시등(녹색)을 참
조하십시오.
62페이지의 상향 전조등 표시등(청색)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LED 라이트가 장착된 트레일러의 전원 플
러그를 차의 트레일러 소켓에 연결하면 전구 점검
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2페이지의 FOLLOW 모드 꺼짐 표시
등(회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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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배터리 충전 경고등(적색)

중요한 경고 메시지 경고등(적색)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구 점검의 일환

메시지 센터에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으로 켜졌다가 시동이 걸리면 꺼집니

나타나면 켜집니다.

다.
시동이 걸린 후에도 켜져 있거나, 꺼졌다가 운전 도

디젤 배기액(DEF) 경고등(적색)

중에 켜지면 배터리 충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

DEF

레벨이 매우 낮음을 경고하기 위

입니다. 메시지 센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해 켜집니다. 맞지 않는 DEF를 주입했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거나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때도 켜집
니다.

브레이크 경고등(적색)

메시지 센터에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안전할 때 메

LOW BRAKE FLUID(브레이크액 부족)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운전을 멈추고
브레이크액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브레
이크액 레벨이 낮으면 브레이크액을 보
충하십시오.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면
운전을 재개하지 말고 JLR 서비스 센
터에 연락하십시오. 브레이크액이 부족
한 상태로 운전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
거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지가 가리키는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JLR 서비스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구 점검의 일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경고등(적색)

으로 켜집니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디젤 파티클 필터(DPF) 경고등(적색)
DPF가 포화되었거나 DPF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면 켜집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음이 울리고 메시지 센
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PB를 걸면 켜집니다.		

운전 도중에 켜지면 브레이크액이 부족하거나 브레
이크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차를 세우고 브레이크

경고등이 깜박이면 EPB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액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브레이크액 레벨이 낮으
면 브레이크액을 보충하십시오. 경고등이 계속 켜
지면 운전을 재개하지 말고 JLR 서비스 센터에 연
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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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엔진 온도 경고등(적색)

안전벨트 경고등(적색)

엔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켜집니다. 메

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나 앞승객이 안

시지 센터에는 ENGINE OVERHEATING

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있으면 켜지고

(엔진 과열)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차임이 울립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차를 세우고 JLR 서비

해당 안전벨트를 채우면 경고등이 꺼집니다.

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 앞승객석에 사람 대신 물건이 있어도 경고
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앞승객석
에 물건을 놓을 때는 안전벨트를 채워 고정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33페이지의 안전벨트 사용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차선이탈 경고등(적색)
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
표시를 넘어가면 켜집니다.
이와 더불어 스티어링휠이 진동하기도 합니다.

에어백 경고등(진황색)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구 점검의 일환

오일압력 부족 경고등(적색)

으로 켜졌다가 6초 후에 꺼집니다.

운전할 때 경고등이 깜박이거나 지속

운전 도중에 켜지면 에어백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적으로 켜지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

것입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속히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십시오.
오일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오일 레벨이 낮으면 오
일을 보충하고 시동을 거십시오. 경고등이 다시 깜
박이거나 지속적으로 켜지면 시동을 끄고 JLR 서비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경고등
(진황색)
ASPC 시스템을 켜면 켜집니다.

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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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ABS 경고등(진황색)
ABS 경고등과 브레이크 경고등이 함께
켜지면 브레이크 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함을 바로잡을 때까지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결함을 바로잡기
전에 차를 운전하면 차량 통제력을 잃
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운전자는 교통 상황에 맞추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구 점검의 일환
으로 켜집니다.
시동이 걸린 후에도 켜져 있거나, 꺼졌다가 운전 도
중에 켜지면 ABS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급제동
을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자동 속도 제한기(ASL) 경고등(진황색)
자동 속도 제한기(ASL)가 작동하면 켜
집니다.

브레이크 경고등(진황색)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구 점검의 일환
으로 잠시 켜집니다.
시동이 걸린 후나 운전할 때 켜지면 브레이크 패드
가 마모되었거나 브레이크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디젤 배기액(DEF) 경고등(진황색)
DEF

레벨이 낮아지기 시작함을 경고
하기 위해 켜집니다. 맞지 않는 DEF를
주입했거나 시스템에 결함이 있을 때
도 켜집니다.
메시지 센터에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안전할 때 메
시지가 가리키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디젤 파티클 필터(DPF) 경고등(진황색)
DPF가

재생되지 않거나 포화되기 시
작하면 켜집니다.
메시지 센터에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안전할 때 메
시지가 가리키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코너링 라이트 경고등(진황색)
코너링 라이트에 결함이 있으면 켜집
니다.
전조등은 작동하지만 코너링 라이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
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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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경고등(진황색)
DSC가 작동하면 깜박입니다. 시스템
에 결함이 있으면 경고등이 지속적으

운전은 가능하지만 차가 비상 모드로 들어가 엔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센
터에 연락하십시오.

로 켜지고 메시지 센터에 DSC NOT

엔진이 작동할 때 경고등이 켜지면 속도를 낮추십

AVAILABLE(DSC 사용 불가)이라는 메

시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시지가 나타납니다.
운전은 가능하지만 DSC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
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외부 온도 경고등(진황색)
외부 온도가 낮아 도로에 얼음이 있을
수 있으면 켜집니다.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꺼짐 경고등
(진황색)
DSC를 끄면 켜집니다.		

FOLLOW 모드 경고등(진황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FOLLOW
모드에 있으면 켜집니다.

이와 더불어 경고음이 울리고 메시지 센터에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일반 경고/정보 메시지 경고등(진황색)
메시지 센터에 일반 경고/정보 메시지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꺼짐 경고등
(진황색)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을 끄면 켜집
니다.

가 있으면 켜집니다.

예열 플러그 경고등(진황색)
시동 스위치를 켜면 예열 플러그가 작
동함을 가리키기 위해 켜집니다.

엔진/변속기 경고등(진황색)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구 점검의 일환
으로 잠시 켜집니다.
엔진이 작동할 때 켜지면 엔진이나 변속기에 배출
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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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연료 부족 경고등(진황색)

디젤 파티클 필터(DPF) 표시등(녹색)

연료가

부족하면 켜집니다. 신속히 연

DPF

재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실행되

료를 보충하십시오.

면 켜집니다.

화살표는 주유구가 위치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후방 안개등 경고등(진황색)
후방 안개등을 켜면 켜집니다.		

방향지시등 표시등(녹색)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같은 방향의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방향지시등 전구가 끊어지면 표시등이 평소의 두
배 속도로 깜박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경고등(황색)

ECO 스탑/스타트 표시등(녹색)

한 개 이상의 타이어에 공기압이 크게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에 의해 엔진

부족하면 켜집니다.

이 꺼지면 켜집니다.

메시지 센터에 메시지도 나타납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차를 세우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
하여 권장 공기압으로 공기를 주입하십시오.

전방 안개등 표시등(녹색)
전방

안개등을 켜면 켜집니다.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면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자동 상향 전조등(AHBA) 표시등(녹색)

전방 경고 시스템 표시등(녹색)

AHBA 시스템이 상향 전조등을 켜면

전방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면 켜집니

켜집니다.

다.

크루즈 컨트롤 표시등(녹색)

기어 변속 표시등(녹색)

크루즈컨트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

권장 변속 시점(상향 변속)에서 짧게

트롤이 작동하면 켜집니다.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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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할 때는 표시등이 켜지지 않
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것으로는 표시등이 꺼지
지 않습니다.

본 표시등은 변속 시점을 참고하는 데
만 사용하십시오. 운전자는 교통 상황
에 맞추어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책임
이 있습니다.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표시등(녹색)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을 켜면 회색으
로 켜집니다.
차선 표시가 인식되면 해당 차선 표시가 녹색이 됩
니다. 인식되지 않은 차선 표시는 회색으로 남아 있
습니다.

차폭등 표시등(녹색)
차폭등을 켜면 켜집니다.		

상향 전조등 표시등(청색)
상향 전조등을 켜거나 깜박이면 켜집
니다.

FOLLOW 모드 꺼짐 표시등(회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끄면 켜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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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등
라이트 스위치

1. 하향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 레버를 앞으로 밀면
상향 전조등이 켜지고 계기판에 청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2. 레버를 뒤로 당겼다 놓으면 상향 전조등이 켜졌
다 꺼집니다. 상향 전조등은 레버를 당기고 있는
동안만 켜집니다.
3. 차폭등
4. 하향 전조등
5. AUTO : 밖이 어두우면 차폭등과 전조등이 자동
으로 켜집니다.
6. 전조등 소등 지연 30초
7. 전조등 소등 지연 60초
8. 전조등 소등 지연 120초
참고 : 로터리 컨트롤을 AUTO 위치에 놓으면 전
조등 소등이 지연되지 않습니다(시동 스위치를 끄
면 전조등도 꺼짐).

참고 : 전조등 소등 지연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
조등을 끄려면 스마트 키의 전조등 버튼을 누릅니
다.
참고 : 상향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 로터리 컨트롤
을 OFF 위치에 놓으면 상향 전조등과 하향 전조등
이 모두 꺼집니다. 로터리 컨트롤을 다시 켜짐 위
치에 놓으면 상향 전조등과 하향 전조등이 모두 켜
집니다.

주간 주행등
로터리 컨트롤을 OFF 위치나 AUTO 위치에 놓았을
때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주간 주행등이 켜집니다.
�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다.

�

엔진이 작동한다.

�

기어가 D나 R에 있다(지역에 따름).
참고 : 주간 주행등이 켜진 후에는 기어를 N에
놓아도 주간 주행등이 꺼지지 않습니다.

�

주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지역에 따름).

63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63

2017-06-26 오전 11:10:27

실외등
어프로치등
스마트 키의 전조등 버튼을 누르면 전조등이 정해

본 기능은 로터리 컨트롤이 AUTO 위치에 있고 라
이트 스위치가 중앙 위치에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진 시간 동안 켜집니다. 8페이지의 차량 열기를 참

본 기능은 차량 속도가 40km/h를 초과할 때 작동

조하십시오.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조등

했다가 차량 속도가 24km/h 밑으로 떨어지면 작동

을 끄려면 전조등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을 멈춥니다.

밴드 조명 시스템

참고 : 후진 기어를 선택하면 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벤드 조명 시스템은 회전식 전조등, 고정식 벤딩 라

수동으로 상향 전조등을 켜려면 평소와 같이 레버

이트, 코너링 라이트를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보다

를 상향 전조등 위치로 옮깁니다. 자동 상향 전조등

나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벤드 조명 시스템은 여러

기능을 다시 사용하려면 레버를 중앙 위치로 옮깁

상황에서 코너링할 때 전조등의 조명 범위를 넓힙

니다.

니다.

수동으로 상향 전조등을 하향 전조등으로 바꾸려면

회전식 전조등 : 코너링할 때 회전하여 굴곡부의 조

레버를 추월 위치로 당겨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을

명 범위를 넓힙니다.

취소합니다.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을 다시 사용하

고정식 벤딩 라이트 : 조명 범위를 한층 넓힐 필요

려면 레버를 상향 전조등 위치로 밀었다가 중앙 위

가 있을 때 작동합니다.

치로 옮깁니다.

코너링 라이트 : 40km/h 이하의 속도에서 방향지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을 작동시키면 경고등이 켜

시등의 작동이 감지되면 교차로의 시야를 개선하는

집니다. 61페이지의 자동 상향 전조등 표시등(녹색)

데 필요한 코너링 라이트가 켜집니다. 작동하는 방

을 참조하십시오.

향지시등과 같은 쪽의 코너링 라이트만 켜집니다.
코너링 라이트는 3분간 켜졌다가 자동으로 꺼집니

참고 : 실내 미러에 위치한 센서가 가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다.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은 다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앞유리 와이퍼 감지 기능

�

반사가 큰 도로 표지만

�

조명이 약한 도로 사용자(예 : 자전거, 보행자)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앞유리 와이퍼를 끄

�

악천후(예 : 짙은 안개, 폭우, 폭설)

면 2분 후에 차폭등, 미등, 전조등이 꺼집니다.

�

센서의 오염 또는 막힘

�

앞유리의 오염, 손상, 습기

�

마주 오는 차량 중 중앙 분리대에 의해 일부가

본 기능은 AUTO를 선택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앞
유리 와이퍼를 20초 이상 작동시키면 차폭등, 미등,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
본 기능을 선택하면 다른 차의 불빛이 없을 때 도

가려진 차량

로의 조명 상태에 따라 상향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
지고 꺼집니다. 본 기능은 밖의 밝기가 정해진 레벨

�

얼음이나 서리가 낀 앞유리

밑으로 떨어져야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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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등
참고 : 겨울에는 앞유리에서 서리를 제거하십시오.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을 끄려면 라이트 스위치를
AUTO 위치에서 전조등 위치로 옮깁니다.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은 Driving Features 메뉴를
사용하여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2페이
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계기판 메뉴에서 통행 방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행 방향은 운전 방향과 반대로 설정되므로 좌측
운전(LHD) 차량은 통행 방향이 우측(RHD)이 됩니
다.
참고 : 내비게이션이 있는 차는 시동을 걸 때마다
차를 운전하는 지역에 맞추어 통행 방향이 리셋됩
니다.

외국에서 운전할 때
전조등은 기계적으로 조절하거나 데칼을 붙일 필요
가 없습니다. 전조등은 모든 ECE 국가의 현행 승인
기준에 부합합니다.

전조등 안의 수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조등 렌즈 안쪽에 습기가 찰
수 있는데 이는 전조등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으며 전조등을 켜면 잠시 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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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등
실내등

실내등의 위치와 작동

3. 화장거울등 : 커버를 위로 열면 켜집니다.

1. 앞좌석 다리공간등 : 도어의 잠김을 해제하면 켜

4. 뒷좌석 다리공간등

집니다. 모든 도어를 닫거나 시동을 걸거나 차를
잠그면 60초 후에 꺼집니다.

5. 장축거(LWB) 차량 : 뒷좌석 화장거울등이 켜집
니다.

2. 글러브함등 : 글러브함을 열면 켜집니다.

66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66

2017-06-26 오전 11:10:27

실내등
6. 앞좌석 독서등 : 켜거나 끄려면 렌즈를 짧게 터
치합니다. 렌즈를 2초 터치하면 뒷좌석 실내등
자동 켜기 기능이 선택되거나 취소됩니다.
7. 앞좌석 커티시등 : 도어의 잠김을 풀면 켜졌다가
모든 도어를 닫은 후 20초를 경과시키거나 차를
잠그면 꺼집니다.
앞좌석 커티시등에는 근접 센서가 사용됩니다.
손가락을 원하는 커티시등의 렌즈에 접근시키
거나 접촉시키면 해당 커티시등이 켜지거나 꺼
집니다. 렌즈를 2초 터치하면 자동 모드가 선
택되거나 취소되고 메시지 센터에 INTERIOR
LIGHTS AUTO(선택시) INTERIOR LIGHTS OFF
(취소시)가 표시됩니다.
8. 뒷좌석 실내등/독서등 : 뒷도어를 열면 3개의 등
이 모두 켜집니다.
외측 독서등을 수동으로 켜려면 해당 스위치를
누릅니다.
9. 뒷좌석 독서등 : 수동으로 켜려면 해당 스위치를
누릅니다.
10. 뒷좌석 커티시등 : 뒷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켜
집니다.
참고 : 도어나 트렁크를 열면 퍼들등(각 도어 밑부
분에 위치)과 트렁크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퍼들
등과 트렁크등은 실내등 자동 켜짐 기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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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와 워셔
와이퍼의 작동
앞유리가 건조할 때는 와이퍼를 작동시
키지 마십시오.
와이퍼를 작동시키기 전에 앞유리, 와
이퍼 암 주변, 와이퍼 블레이드 주변,
앞유리 스커틀에서 눈, 얼음, 서리를 제
거하십시오.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는 앞유리나 뒷
유리에 와이퍼 블레이드가 고착되지 않
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와이퍼 블레이드를 들어올릴 때는 보닛
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
퍼 암을 서비스 위치에 놓으십시오.
세차장에 들어갈 때는 와이퍼를 끄십시
오. 세차장에서 레인센서에 의해 와이
퍼가 작동하면 와이퍼가 손상될 수 있
습니다.
참고 : 세차 후에 와이퍼를 작동시켰을 때 앞유리/
뒷유리에 줄무늬가 생기면 앞유리/뒷유리에 왁스
등의 물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장 앞유리/뒷유리 세제로 닦아 보십시오. 286페
이지의 윤활유와 용액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와이퍼 블레이드가 마모되면 앞유리/뒷유리
가 잘 닦이지 않고 레인센서의 기능도 약화됩니다.
마모되거나 손상된 와이퍼 블레이드는 신속히 교
체하십시오. 와이퍼 서비스 위치를 선택하면 와이
퍼가 블레이드를 교체하기 편한 위치로 올라옵니
다. 231페이지의 와이퍼의 서비스 위치를 참조하
십시오.

1. 자동 레인센서 모드(AUTO) : 앞유리 와이퍼의
작동 속도가 비의 양에 자동으로 맞추어집니다.
링(2)을 돌려 레인센서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
니다.
2. 레인센서의 감도를 조절하려면 레버를 1 위치에
놓고 링을 돌립니다. 레인센서의 감도가 높을수
록 와이퍼의 반응이 민감해집니다.
자동 레인센서 모드를 선택하거나 레인센서의
감도를 높일 때마다 와이퍼가 한 번씩 작동합니
다.
3. 저속 작동
4. 고속 작동
5. 레버를 당겼다 놓으면 와이퍼가 1회 작동하고
레버를 당기고 있으면 와이퍼가 계속 작동합니
다.

참고 : 와이퍼가 고착되면 전자 차단장치에 의해
와이퍼의 작동이 정지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
퍼와 시동 스위치를 끄고(안전할 때) 장애물을 제
거하여 와이퍼 블레이드를 해제한 후에 시동 스위
치를 다시 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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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와 워셔
6. 앞유리 워셔/와이퍼 :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일
련의 저속 워시/와이프 동작으로 이루어진 워
시/와이프 프로그램이 작동합니다. 와이퍼가 처
음 2회 위로 올라올 때 워셔액이 분사됩니다. 워
셔액을 더 분사할 필요가 있으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워시/와이프 프로그램이 끝나고 몇 초
가 지나면 앞유리에 남은 워셔액을 제거하기 위
해 와이퍼가 1회 더 작동합니다(드립 와이프).

레인센서
레인센서는 앞유리 안쪽(실내 미러 뒤)에 위치합니
다. 레인센서는 앞유리에서 감지되는 물의 양에 맞
추어 앞유리 와이퍼를 작동시킵니다.
참고 : 앞유리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상태로 출발
할 때는 레인센서가 물방울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와이퍼를 1회 작동시켜 물방울을 제거하십
시오.

앞유리에 남은 워셔액을 제거하기 위해 와

와이퍼가 레인센서의 제어를 받도록 하려면 레버를

이퍼가 1회 더 작동하는 기능(드립 와이프

AUTO 위치에 놓습니다. 링을 돌려 운전자의 필요

기능)은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서 선택하거

에 맞게 레인센서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서 와이퍼가 올라올
때와 내려갈 때 모두에 워셔액이 분사되는
기능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속도감응 모드
와이퍼가 작동할 때 차가 움직이다가 정지하면 와
이퍼가 한 단계 낮은 속도로 작동합니다. 차가 다시
움직여 차량 속도가 8km/h 이상으로 올라가면 와
이퍼가 다시 이전 속도로 작동합니다.
본 기능은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서 선택하
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드립 와이프(잔류 물방울 닦기)
드립 와이프 기능을 선택하면 워시/와이프 사이클
이 끝난 후 와이퍼가 몇 초 더 작동하여 앞유리에서
잔류 물방울이 제거됩니다.

참고 : 레버를 자동 레인센서 위치에 놓고 앞도어
를 열면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 건조하고 맑은 날 앞유리에 이물질이 묻거
나 빛의 간섭이 있으면 예기치 않게 와이퍼가 작동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맑은 날에는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와이퍼를 꺼짐 위치에 놓는 것이 권장됩
니다.

레인센서는 계기판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
오.

전조등 워셔
전조등이 켜져 있고 워셔액 탱크에 워셔액이 충분
할 때 앞유리 워셔를 작동시키면 전조등 워셔도 작
동합니다.
전조등 워셔는 앞유리 워셔가 4회 작동할 때마다 1
회씩 작동합니다. 단, 전조등이 켜져 있고 전조등
워셔가 마지막 작동한 후 10분이 경과해야 합니다.

드립 와이프 기능은 JLR 서비스 센터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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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와 워셔
전조등이나 시동 스위치를 껐다 켜면 전조등 워셔
가 다시 위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참고 : 워셔액 레벨이 낮을 때는 전조등 워셔가 작
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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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실외 미러

1. 좌측 실외 미러 조절
2. 우측 실외 미러 조절
3. 전동 접기/펴기 : 두 버튼을 함께 누릅니다. 차량
속도가 110km/h를 초과할 때는 전동 접기/펴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외 미러는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는 아무 때
나 조절하거나 접고 펼 수 있고 시동 스위치를 끈
다음에는 5분 동안 조절하거나 접고 펼 수 있습니
다. 단, 운전석 도어가 닫혀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실외 미러에 사용된 거울의 종류에 따라 실
외 미러에 보이는 물체의 거리를 정확히 판단하기
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를 잠그면 실외 미러가 접히고 차를 열면
실외 미러가 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본 기
능은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외 미러가 충격을 받아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예
: 한쪽 실외 미러만 접힘) 두 버튼을 함께 눌러 위
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외 미러 선택 버튼으로 조절할 실외 미러를 선택
하고 조이스틱으로 해당 실외 미러를 조절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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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참고 : 실외 미러를 스위치로 접으면 차의 잠김을
해제했을 때 실외 미러가 펴지지 않습니다.
참고 : 운전자 위치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여 실외
미러의 위치를 3가지로 저장했다 불러올 수 있습
니다. 23페이지의 운전자 위치 메모리를 참조하십
시오.

후진시 실외 미러 기울이기
후진 기어를 선택하면 앞승객석 쪽 실외 미러가 연
석 쪽이 잘 보이도록 기울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앞승객석 쪽 실외 미러가 기울어져 있을 때 조이스
틱으로 기울어지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
울어지는 각도를 조절한 다음에 후진 기어를 선택
하면 앞승객석 쪽 실외 미러가 조절한 각도로 기울
어집니다.
후진 기어를 취소하거나 차량 속도를 12km/h 이상
으로 높이면 앞승객석 쪽 실외 미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본 기능은 계기판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메뉴에서 Convenience
Features를 선택하고 이때 나타나는 목록에서 원
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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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도어 오프너
무선 주파수 트랜시버

프로그램하기 전에

안전 기준에 요구되는 안전 정지 기능
이나 반전 기능이 없는 차고 도어에는
RF 트랜시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RF 트랜시버를 차고 도어나 게이트에
프로그램할 때는 해당 차고 도어나 게
이트 근처에 사람이나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RF 트랜시버를 프로그램
할 때 차고 도어나 게이트가 움직이므
로 근처에 사람이나 물건이 있으면 위
험합니다.

휴대용 트랜스미터를 반복해서 작동시
킬 필요가 있는 원격 장치를 프로그램
할 때는 모터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놓으
십시오.
원활한 프로그램을 위해 휴대용 트랜스미터에 새
배터리를 끼우십시오. 원격 장치의 리시버에 안테
나가 있으면 안테나를 전개시켜 놓으십시오.

프로그램하기

RF 트랜시버를 스테이션 트랜스미터(이
동식과 고정식 모두) 근처에서 작동시
키면 RF 트랜시버에 전파 간섭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전파 간섭은 RF 트랜
시버 외에 휴대용 트랜스미터에도 일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것은 74페이지의 정보와 지원을 참조하십
시오.
일부 국가에서는 무선 주파수(RF) 트랜시버가 홈링
크 유니버설 트랜시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미러에 위치한 RF 트랜시버는 총 3개의 휴대
용 트랜스미터에 신호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트랜스미터는 RF로 작동하는 원
격 장치(차고 도어, 게이트, 주택 조명장치, 보안 시
스템 등)를 작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RF 트랜시버를 프로그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
다.
1. 시동 스위치를 켭니다.
2. 휴대용 트랜스미터를 실내 미러에서 2.5~
7.5cm 거리에 위치시킵니다.
3. 휴대용 트랜스미터의 버튼과 RF 트랜시버의 메
모리 버튼(프로그램할 메모리 버튼)을 함께 누릅
니다. 실내 미러 좌측의 LED가 천천히 깜박입니
다.
4. 본 LED가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완료된 것이므로 두 버튼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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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도어 오프너
프로그램한 메모리 버튼을 2초 누릅니다. LED가 지

프로그램한 원격 장치를 작동시키려면 RF 트랜시

속적으로 켜지고 원격 장치가 작동하면 프로그램이

버의 해당 메모리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원격 장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놓습니다.

참고 : 원격 장치가 작동하려면 프로그램한 메모리
버튼을 총 3회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1개의 메모리 버튼 다시 프로그램하기

원격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LED가 빠르게 깜박이

프로그램된 메모리 버튼에 원격 장치를 다시 프로

면 추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램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추가 프로그램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

1. 원하는 메모리 버튼을 누릅니다. 약 20초가 지나
면 LED가 천천히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다.
1. 원격 장치에서 스마트/학습 프로그램(smart/learn
program) 버튼을 찾습니다.
참고 :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버튼의 명칭과 위
치는 원격 장치의 제조사에 따라 다릅니다.

2.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버튼을 눌렀다 놓고 30초
내에 RF 트랜시버의 메모리 버튼을 2초 누릅니
다.
참고 : RF 트랜시버의 메모리 버튼을 2초씩 2
회 더 눌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일부 게이트는 프로그램할 때 휴대용 트랜
스미터를 2초마다 반복해서 눌러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LED가 빠르게 깜박일 때까지 RF 트랜시
버의 메모리 버튼을 누르십시오.

RF 트랜시버의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원격 장치를 RF 트랜시버에 프로그램하려면 프로
그램 절차를 반복합니다.

2. 프로그램하기의 2단계 이후를 따릅니다.

모든 프로그램 지우기
RF 트랜시버의 모든 프로그램을 지우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켭니다.
2. RF 트랜시버의 1번 메모리 버튼과 3번 메모리
버튼을 함께 누릅니다.
약 10초가 지나면 LED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RF
트랜시버의 두 메모리 버튼을 놓습니다. RF 트랜시
버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지워집니다.
참고 : 두 버튼을 20초 이상 누르지 마십시오.

정보와 지원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RF 트
랜시버의 프로그램을 모두 지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74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74

2017-06-26 오전 11:10:28

차고도어 오프너
참고 : 재규어는 본 장비의 무단 개조로 인한 라디
오나 TV의 전파 간섭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장비를 무단으로 개조하면 사용권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RF 트랜시버가 지원하는 원격 장치에 어떤 것이 있
는지 알아보려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거나
홈링크 웹사이트(www.homelink.com)를 방문하십
시오.
참고 : 휴대용 트랜스미터는 후일의 프로그램을 위
해 보관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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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전동 윈도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차에 있을 때는
스마트 키를 차에 두고 차를 떠나지 마
십시오.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스마트
키를 건드리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
습니다.
윈도에 얼음이 끼었으면 얼음을 제거하
고 윈도를 조작하십시오.
1. 앞좌석 윈도 스위치 : 엔진을 끈 후 아무 도어도
열지 않으면 윈도가 5분 더 작동합니다.
2. 뒷좌석 윈도 스위치 : 엔진을 끈 후 아무 도어도
열지 않으면 윈도가 5분 더 작동합니다.

참고 : 뒷좌석 윈도 스위치는 뒷좌석 윈도 선블
라인드를 열고 닫는 데도 사용합니다. 77페이지
의 윈도 선블라인드를 참조하십시오.

3. 뒷좌석 차단 스위치 : 뒷좌석 윈도, 뒷도어 핸들,
뒷좌석 전동 시트,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 후
방 선루프 블라인드의 작동을 차단하는 데 사용
합니다.

뒷좌석에 어린이를 태웠을 때는 본 버
튼을 작동시켜 뒷좌석 윈도와 뒷도어
의 작동을 차단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뒷좌석 윈도나 뒷도어를 작동시키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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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4. 선루프

: 선루프를 기울여 열려면 누릅니다. 기울

윈도 선블라인드

여 연 선루프를 수평으로 열려면 다시 누릅니다.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를 작동시키기

기울여 연 선루프를 닫으려면 누릅니다. 선루프

전에 물건이나 몸의 일부가 선블라인드

가 수평으로 열려 있을 때 누르면 선루프가 기울

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십

여 열리고 다시 누르면 선루프가 닫힙니다.

시오.

선루프가 움직일 때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선루
프가 멈춥니다.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

참고 : 선루프를 기울여 열거나 수평으로 열면
전방 선루프 블라인드도 열립니다.

올리기 : 뒷좌석 윈도를 완전히 닫고 뒷좌석 윈도

선루프 블라인드는 전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손으로 열고 닫지 마십시오.
루프랙에 실은 짐이 선루프를 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선
루프가 손상될 수 있음).
선루프가 닫히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선루프가

스위치를 당겼다 놓습니다.
내리기 : 뒷좌석 윈도 스위치를 눌렀다 놓습니다.
참고 : 엔진을 끄면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가 5
분간 작동하고 멈춥니다. 도어를 열면 바로 작동을
멈춥니다.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의 특징
�

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지했다가 완전히 열리는데 이는 탑승자가 다
치거나 기계장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

한 것입니다.
5. 뒷유리 선블라인드

선블라인드는 해당 윈도를 완전히 닫아야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

선블라인드는 완전히 올라가거나 완전히 내려가
기만 하고 중간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6. 후방 선루프 블라인드 :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후
방 선루프 블라인드가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윈도 스위치로 좌우 선블라인드를 따로따로 작

�

걸림방지 기능 : 선블라인드가 작동하다가 장애

닫힙니다. 열리거나 닫히는 것을 중간에 멈출 수

물을 만나면 선블라인드가 반대 방향으로 끝까

는 없습니다.

지 이동합니다.

7. 전방 선루프 블라인드 :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전

�

반복방지 기능 : 선블라인드를 짧은 시간에 여러

방 선루프 블라인드가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차례 반복해서 작동시키면 선블라인드가 작동을

닫힙니다. 열리거나 닫히는 것을 중간에 멈출 수

멈추었다가 60초 후에 다시 작동합니다.

는 없습니다.
참고 : 선루프가 열려 있을 때는 선루프 블라인
드를 닫을 수 없습니다.

참고 :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을 때는 이를 리셋해 주어야 합니다. 232페
이지의 윈도 선블라인드의 리셋을 참조하십시오.

8. 뒷유리 선블라인드
9. 후방 선루프 블라인드 :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후
방 선루프 블라인드가 완전히 열리거나 완전히
닫힙니다. 열리거나 닫히는 것을 중간에 멈출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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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
윈도의 원터치 작동
좌우 앞좌석 윈도에는 원터치 열기 기능이 있습니
다. 스위치를 완전히 눌렀다 놓으면 윈도가 완전히
뒷좌석 윈도는 2단으로 열립니다.
스위치를 완전히 눌렀다 놓으면 뒷좌석 윈도가
컴포트 정지 위치(6.5~7.5cm)로 열립니다.
참고 : 뒷좌석 윈도를 본 위치까지 열면 앞좌석
윈도를 열고 운전할 때 바람소리로 생기는 귀울
림이 감소됩니다. 열어 놓은 앞좌석 윈도와 같
은 쪽의 뒷도어 윈도를 열어야 귀울림이 감소됩
니다.
�

다시 윈도가 멈추었다 후퇴합니다.
2. 10초

내에 윈도 닫기를 다시 시도합니다. 걸림방
지 기능에 의해 다시 윈도가 멈추었다 후퇴합니

열립니다.

�

1. 윈도

닫기를 시도합니다. 걸림방지 기능에 의해

스위치를 다시 완전히 눌렀다 놓으면 윈도가 완
전히 열립니다.

다.
3. 다시 윈도 닫기를 시도하되 이번에는 스위치를
닫기 위치에 잡고 있습니다. 윈도는 스위치를 잡
고 있는 동안 닫힙니다. 윈도가 완전히 닫힐 때
까지 스위치를 잡고 있으십시오.
참고 : 위 절차로 윈도가 완전히 닫히지 않거나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윈도를 리셋해야 합니
다. 231페이지의 윈도 리셋을 참조하십시오.

선루프의 걸림방지 기능
선루프를 닫을 때는 탑승자의 몸이 선
루프에 끼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선
루프에 걸림방지 기능이 있더라도 선루
프에 몸이 끼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
을 수 있습니다.

앞좌석 윈도와 뒷좌석 윈도 모두에 원터치 닫기 기
능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완전히 당겼다 놓으면 윈
도가 완전히 닫힙니다.
원터치로 윈도가 열리거나 닫힐 때 스위치를 누르
거나 당기면 윈도가 멈춥니다.

윈도의 걸림방지 기능
윈도를 닫을 때는 탑승자의 몸이 윈도
에 끼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윈도에
걸림방지 기능이 있더라도 윈도를 닫을
때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가
능성은 있습니다.

흙먼지에 의해 걸림방지 기능이 작동했을 때는 이
를 보류시키고 선루프를 닫을 수 있습니다. 걸림방
지 기능을 보류시키려면 선루프가 완전히 닫힐 때
까지 스위치 앞부분을 누릅니다.
선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선루프를 리
셋해야 합니다. 232페이지의 선루프 리셋을 참조하
십시오.

윈도의 걸림방지 기능은 윈도를 닫을 때 장애물에
의한 저항이 감지되면 윈도를 멈추는 기능입니다.
윈도가 닫히다가 멈추면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윈도의 걸림방지 기능은 다음 방법으로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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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공간
보관 공간

차에 있는 모든 물건을 움직이지 않도
록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단단히 고
정시키지 않은 물건은 사고, 급제동, 급
회전이 있을 때 튕겨나가 탑승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보관 공간의 위치
1. 소품함 : 사용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2. 컵홀더 : 사용하려면 그림과 같이 커버를 앞뒤로
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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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공간
운전하면서 음료를 마시거나 컵홀더
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보조 전원 소켓
전기 액세서리는 재규어의 승인 받은
것만 사용하십시오. 재규어의 승인이

3. 보관함 또는 재떨이(차량 규격에 따름) : 표시된

없는 전기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차량

부위를 누르면 열립니다.

전기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

4. 글러브함 : 화살표로 표시된 버튼을 누르면 열립
니다.

용하는 전기 액세서리에 대해 의문이

참고 : 차를 발렛 모드에 놓으면 글러브함이 열
리지 않습니다.

하십시오.

있을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

5. 뒷좌석 팔걸이 소품함 : 캐치를 누르면 컵홀더나
보관함이 나타납니다.
6. 앞도어 보관 공간
7. 뒷도어 보관 공간

고급 시트로 된 뒷좌석

1. 컵홀더 : 사용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운전하면서 음료를 마시거나 컵홀더
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2. 보관함
3. 뒷좌석 보관함 : 사용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보조 전원 소켓을 사용하려면 커버를 제거하십시
오.
담배 라이터 소켓(장착시)도 보조 전원 소켓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담배 라이터 소켓을 보조 전원
소켓으로 사용하려면 담배 라이터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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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짐 고정 포인트

트렁크 비상 열기

차에 있는 물건은 모두 안전하게 고정
시켜야 합니다.

트렁크에 갇혔을 때는 기계식 핸들을 사용하여 트
렁크를 열 수 있습니다. 성인은 기계식 핸들을 사용
하는 방법을 알아 놓는 것이 권장됩니다.
트렁크 안(그림 참조)에 위치한 기계식 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트렁크 안에서 트렁크를 열
려면 트렁크 리드를 위로 밀면서 기계식 핸들을 당
트렁크에 짐을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깁니다.

고리가 4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를 연 다음에는 기계식 핸들을 원래 위치에

참고 :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면 짐을 고정시키
는 데 사용하는 액세서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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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트렁크 열기

해제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때 퓨즈가

트렁크가 잠긴 상태로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는

끊어질 수 있으므로 해제 장치에 전원

해제 장치에 전원을 공급해야 트렁크를 열 수 있습

을 공급하는 일은 유자격 정비사에게

니다.

맡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닛을 열고 엔진 커버를 벗긴 후(255페이지의 퓨
즈함 위치 참조) 점프 케이블을 적절한 12V 전원에
연결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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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1. 양극 단자에서 커버를 벗깁니다.
2. 양극 점프 케이블의 클램프를 양극 단자에 물립
니다.
3. 음극 점프 케이블의 클램프를 접지봉에 물립니
다.
4. 리모컨의 트렁크 버튼을 누릅니다.
위 방법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동안 차
에 시동을 걸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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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기
시동 걸기
밀폐된 공간에서는 시동을 걸거나 엔진
을 작동시켜 놓지 마십시오. 배기가스
는 유독하므로 흡입하면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크랭킹을 계속
하면 배터리가 방전되고 배기가스에 들

시동 끄기
시동을 끄기 전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권장됩니
다.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를 P에 놓으십시오.
START/STOP 버튼을 눌렀다 놓습니다.
엔진이 정지하고 시동 스위치가 꺼집니다.
차가 움직일 때 시동을 끄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어 있는 미연소 연료로 인해 촉매 변환

차가 움직일 때 시동을 끄는 것은 권장

기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되지 않지만 시동을 끄는 것이 불가피

참고 : 금속 용기에 들어 있거나 스마트 폰, 랩탑
(백에 들어 있는 것 포함), 게임 콘솔 등의 LCD 스
크린으로 가려진 스마트 키는 인식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키 없이 차를 열거나 시동을 걸 때는 스마
트 키를 금속 용기에서 꺼내거나 LCD 스크린이 있
는 장치에서 멀리하십시오.

시동을 걸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실내에 스마트 키를 둡니다.

한 상황에서는 다음 방법으로 시동을
끌 수 있습니다.
1. START/STOP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거나
2. START/STOP 버튼을 3초 내에 2회 눌렀다 놓
습니다.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 메시지 센터에 Engine Stop
Button Pressed(START/STOP 버튼 누름)라는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2. 기어를 P에 놓습니다.
3. 브레이크 페달을 단단히 밟습니다.

시동 스위치 켜기

4. START/STOP 버튼을 눌렀다 놓습니다.

엔진을 작동시키지 않고 시동 스위치만 켜기

참고 : 디젤 차량은 기온이 낮을 때 예열 플러그의
가열 시간이 길어져 크랭킹이 시작될 때까지 걸리
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크랭킹이 시작될 때까지 브
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십시오.

1. 실내에 유효한 스마트 키를 둡니다. 브레이크 페
달을 밟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START/STOP 버
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있습니다.

2. 경고등이 켜질 때까지 START/STOP 버튼을 누
릅니다.
3. START/STOP 버튼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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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기
차가 움직일 때 시동 걸기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뗄

차가 움직일 때 시동을 걸려면 기어를 N에 놓고

수 있습니다.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

차가 스마트 키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으로 시동이

참고 : 엔진이 꺼지면 2초 동안 START/STOP 버
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을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

시동 백업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시동 백업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보를 해제
하고 시동을 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오.

모든 차량

시동 백업 기능은 Smart Key Not Recognised -

충돌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START/STOP 버튼을 눌렀을 때 시동
이 걸리지 않으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
에 연락하십시오.

Reposition or Place As Shown and Press Start

실내에 스마트 키가 있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Button(스마트키가 인식되지 않음 - 스마트 키를

다음 방법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

비상 키로 차의 잠김을 해제했다.

�

차에서 스마트 키가 감지되지 않는다.

옮기거나 그림의 위치에 대고 START/STOP 버튼을
누르십시오)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시동 스위치를 켭니다. 84페이지의 시동 스위치
켜기를 참조하십시오.
2.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지, 메시지 센터
에 경고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필요시 재
규어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56페
이지의 경고등과 표시등 및 52페이지의 경고 메
시지와 정보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3. 시동 스위치를 끕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은 경보 시스템을 리셋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보 시스템을 리
셋하려면 차를 잠갔다 엽니다. 8페이지의 차량 열
기를 참조하십시오.

1. 그림의 위치에 스마트 키를 댑니다.
2. 브레이크 페달을 단단히 밟습니다.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
에 연락하십시오.

3. START/STOP 버튼을 눌렀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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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기
가솔린 차량
시동이 잘 걸리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실내에 스마트 키를 둡니다.
2. 기어를 P나 N에 놓습니다.
3.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질 때까지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
4. 브레이크 페달을 단단히 밟습니다.
5. 가속 페달을 천천히 깊게 밟습니다.
6. START/STOP 버튼을 눌렀다 놓습니다. 엔진이
크랭킹되기 시작합니다.
7. 시동이 걸리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안전한지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
에 연락하십시오.

엔진 프리히터
엔진 프리히터를 장착했다고 부동액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
다.
기온이 매우 낮을 때는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기온이 -10℃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많은 곳에서
는 차에 엔진 프리히터를 장착하는 것이 권장됩니
다. 엔진 프리히터를 장착하면 차의 앞쪽에 단열된
커넥터가 위치하게 되는데 본 커넥터는 연장 케이
블을 사용하여 차의 메인 전원에 연결합니다. 엔진
프리히터는 필요에 따라 밤새도록 켜 놓을 수도 있
습니다. 엔진 프리히터는 0.4~1kWh의 전원을 사
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JLR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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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

온도조절 시스템의 부하가 커서 엔진이 작동해
야 한다(온도조절 시스템이 서리제거 모드에 있

물을 건널 때는 ECO 스탑/스타트 시스

을 때 등).

템을 끄십시오. 물을 건널 때 시스템을
�

배터리가 약하다.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은 연비를 높이는 시스템

�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을 껐다.

으로서 시동 스위치를 켜면 작동합니다. 차가 정지

�

변속 패들로 기어를 선택했다.

끄지 않으면 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면(신호등을 기다릴 때 등) ECO 스탑/스타트 시
스템에 의해 엔진이 꺼집니다(엔진이 다른 시스템
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제외). 시스템에 의해 엔
진이 꺼지는 것을 ECO 스탑이라 합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주행 기어를 선택하
면 엔진이 다시 작동합니다. 시스템에 의해 엔진이

ECO 스타트 유도하기
ECO 스타트를 유도하려면 D나 S를 선택하고 브레
이크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ECO 스타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다시 작동하는 것을 ECO 스타트라 합니다.

�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을 껐다.

메시지 센터의 상태 아이콘으로 ECO 스탑/스타

�

후진 기어를 선택했다.

트 시스템의 작동 상태가 표시됩니다. 61페이지의

�

온도조절 시스템의 부하가 크다.

�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

배터리가 약하다.

�

가속 페달을 밟았다.

�

변속 패들로 기어를 선택했다.

ECO 스탑/스타트 표시등(녹색)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차가 정지할 때마다 시스템이 엔진을 끄는
것은 아니며 다시 출발하기 전에 시스템이 엔진을
다시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ECO 스탑 유도하기
ECO 스탑을 유도하려면 D나 S를 선택하고 전진했
다 정지합니다. 차가 완전히 정지하도록 브레이크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끄기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을 끄려면

페달을 단단히 밟으십시오.

ECO 버튼을 누릅니다. 6페이지의 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ECO 스탑이 일어나지 않습
니다.

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을 끄면 메시지 센터에

�

외부 온도가 0℃에 미달한다.

ECO Stop/Start Off라는 메시지가 잠시 나타나고

�

외부 온도가 40℃를 초과한다.

상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60페이지의 ECO 스탑/

�

엔진이나 차량 시스템이 작동 온도에 도달하지
않았다.

�

스타트 시스템 꺼짐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
오.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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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을 때 ECO 버튼을 누르면 메
시지 센터에 ECO Stop/Start not available(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사용 불가)이라는 메시지가 잠
시 나타납니다.
참고 : 다음에 시동 스위치를 켜면 ECO 스탑/스타
트 시스템이 다시 켜집니다.

운전자 부재 감지
엔진을 작동시켜 놓고 차를 떠나면 운
전자 부재 감지 기능에 의해 차가 움직
이는 것이 방지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부재 감지 기능은 ECO 스탑이 일어나 엔진
이 작동하지 않을 때만 작동합니다. 차가 운전이 가
능한 상태로 비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에 운
전자가 없으면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운전자 부
재 감지 기능) 시동 스위치를 끄게 되어 있습니다.
시동 스위치가 꺼진 다음에는 차를 잠글 수 있습니
다. 17페이지의 잠금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D, S, N이 선택되어 있을 때 다음 두 동작이 있으면
운전자 부재 감지 기능에 의해 시동 스위치가 꺼집
니다.
�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다.

P가 선택되어 있을 때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면 운
전자 부재 감지 기능에 의해 시동 스위치가 꺼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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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자동 변속기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가 정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어를 P에 놓으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시동을 끄
십시오. 기어를 P 이외의 위치에 놓으
면 차가 예기치 않게 움직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는 기어를 P에 놓지 마
십시오(변속기가 크게 손상될 수 있음).
차가 전진할 때는 기어를 R에 놓지 마
십시오(변속기가 크게 손상될 수 있음).

차가 후진할 때는 전진 기어를 선택하
지 마십시오(변속기가 크게 손상될 수
있음).
기어 셀렉터가 D나 R에 있을 때나 기어
가 물린 상태로 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엔진 속도를 정상 공회전 속도 이상으
로 높이지 마십시오(변속기가 크게 손
상될 수 있음).
전진 기어가 물려 있고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로 차를 정지시켜 놓지 마십시오. 엔
진을 오래 공회전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P 또는 N을 선택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기어를 N 이외의 위치에 놓으
면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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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메시지 센터에 기어 셀렉터로 선택한 기어와 변속

3. 변속 패들 : 기어 셀렉터가 D나 S에 있을 때 기

패들(스티어링휠에 위치)로 선택한 기어가 표시됩

어를 수동으로 변속하는 데 사용합니다. 좌측 변

니다.

속 패들을 당기면 기어가 하향 변속되고 우측 변

시동이 걸리면 기어 셀렉터가 대기 위치에서 솟아

속 패들을 당기면 기어가 상향 변속됩니다.

기어 셀렉터를 원하는 위치로 돌립니다. 기어 셀

참고 : 변속 패들이 D와 S 모두에서 작동하거나
S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는 계기판의 Vehicle Settings 메뉴를 사용합니
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렉터 옆의 해당 LED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급가속이나 엔진 제동력이 필요할 때는 변속 패

D에서는 기어가 전자동으로 바뀝니다. 변속 포

들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변속하는 것이 효과적

인트는 현재의 가속 페달 위치와 차량 속도에 따

입니다.

나오고 P가 선택됩니다.
1. D, R, N, P를 선택하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라 달라집니다.

권장 변속 포인트(상향 변속)에서 변속 표시등이

D에서 급가속(킥다운)이 필요할 때는 가속 페달

잠시 켜집니다. 61페이지의 기어 변속 표시등(녹

을 빠르게 깊이 밟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색)을 참조하십시오.

떼면 정상적인 자동 변속이 재개됩니다.

기어가 D에 있을 때는 변속 패들을 사용하는 수

참고 :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에 기어 셀렉터
에 압력을 가하면 선택한 기어가 체결되지 않
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어 셀렉터에서 압력을
제거한 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원하는 기어
를 선택하십시오.

동 변속 모드가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수동 변

2. D에서 스포츠(S) 모드를 선택하려면 기어 셀렉

참고 : 변속 패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면 S를
선택하십시오.

터를 밑으로 누르고 S 위치로 돌립니다. 기어 셀
렉터 옆의 해당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속 모드는 운전자가 가속, 감속, 코너링하거나
변속 패들로 연속해서 수동 변속하는 동안만 유
지됩니다.

4. 기어를 수동으로 바꾸려면 원하는 변속 패들을
짧게 당깁니다. 수동 변속 모드에서 나오려면 우

참고 : 차가 정지해 있을 때 S를 선택하거나 S
에서 D로 바꾸려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
니다.

변속기가 현재의 기어 셀렉터 위치에 따라 D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낮은 기어가 보다 오래 유지

S에서 전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기어 셀렉터를 S

되어 중간 레인지 성능이 높아집니다.

에서 D로 돌려도 수동 변속 모드가 취소되는데

스포츠 모드를 취소하려면 기어 셀렉터를 D로

측 변속 패들을 1초 당깁니다.

이때는 변속기가 D에서 전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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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
기어 셀렉터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장애물을 제거
하고 시동을 거십시오. 기어 셀렉터가 솟아 나옵니
다.
장애물이 없는데도 기어 셀렉터가 솟아 나오지 않
을 때는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기어 셀렉
터가 솟아 나오지 않아도 기어를 선택할 수는 있지
만 시동을 껐을 때 자동으로 P가 선택되지는 않습
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P를 선택해야 합니
다.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결함을 바로
잡으십시오.

림프홈 모드
변속기에 결함이 생기면 림프홈 모드가 작동하여
메시지 센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
심스럽게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고 재규어 서비
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 림프홈 모드에서는 차량 성능이 떨어지므로
운전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티어링휠의 변
속 패들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정 결함이 있으면 시동 스위치를 끌 때까지 기어
셀렉터가 한 위치에 고정됩니다. 메시지 센터의 기
어 표시가 깜박이면 운전자가 선택한 기어가 체결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N을 선택했다
가 원하는 기어를 다시 선택해 보십시오.
원하는 기어가 여전히 체결되지 않으면 재규어 서
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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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스펜션
어댑티브 서스펜션 컨트롤
(ADAPTIVE DYNAMICS)
어댑티브 서스펜션 컨트롤은 현재의 운전 스타일에
맞추어 서스펜션을 제어합니다.
경고등이 켜지고 메시지 센터에 ADAPTIVE
DYNAMICS FAULT(어댑티브 서스펜션 컨트롤 결
함)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승차감이 나빠질 수 있
습니다. 60페이지의 일반 경고/정보 메시지 경고등
(진황색)과 56페이지의 경고등과 표시등을 참조하
십시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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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중요한 정보
적색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차를 세우고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이와 같
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
상을 입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진황색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면 급제
동을 피하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가
능한 한 빨리 JLR 서비스 센터에 가서
브레이크를 점검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운전하
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제동
효율이 떨어져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
을 입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엔진을 끈 채 타력으로 주행하지 마십
시오. 브레이크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
휘하려면 엔진이 작동해야 합니다. 엔
진을 꺼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는 하지
만 페달을 밟는 데 매우 큰 힘이 필요합
니다.
브레이크 페달 밑에 승인 없는 바닥 매
트를 깔거나 물건을 놓으면 페달의 움
직임이 제한되고 제동 효율이 떨어져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폭우 속에서 운전하거나 물을 건너면
브레이크가 젖어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간헐적으로
가볍게 밟아 브레이크를 건조시키십시
오.

브레이크 페달을 펌핑(밟았다 뗐다 하
기)하면 브레이크 시스템의 작동이 원
활하지 못하여 제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 나오는 모든 경고문을 잘 읽고 따르십
시오. 57페이지의 브레이크 경고등(적색)과 59페이
지의 브레이크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가파른 경사로
가파르고 미끄러운 경사로에 차를 정지시키면 브레
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가 미끄러질 수 있는데 이는
바퀴가 회전하지 않으면 ABS가 차의 움직임을 인
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브레이
크 페달에서 잠시 발을 떼어 바퀴가 회전하게 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다시 밟아 ABS가 작동하게 하십
시오.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EBA)
운전자가 급제동을 걸면 EBA가 제동력을 최대로
높여 차가 최대한 빨리 정지하게 만듭니다. 운전자
가 브레이크를 느리게 걸어 앞바퀴에서만 ABS가
작동할 때는 EBA가 제동력을 높여 뒷바퀴에서도
ABS가 작동하게 만듭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EBA가 작동을 멈춥
니다.
EBA에 결함이 있으면 진황색 브레이크 경고등(59
페이지 참조)이 켜지고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급제동을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신속히 재
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 급제동을 걸면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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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전자 제동력 배분 시스템(EBD)
EBD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공급되는 제동력을 제어
하여 제동 효율을 극대화시킵니다.
차의 하중이 적으면(예 : 운전자만 타고 있음) EBD
가 뒷바퀴의 제동력을 낮추고 차의 하중이 크면
EBD가 뒷바퀴의 제동력을 높입니다.
EBD에 결함이 있으면 적색 브레이크 경고등(57페
이지 참조)이 켜지고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조
심스럽게 안전한 곳으로 가서 차를 세우고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전자 주차 브레이크(EPB)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지면 EPB가 정상
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
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PB 경고등이 켜지면 EPB가 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PB가 뒷바퀴에만 걸리므로 단단하고
안정된 노면에 주차해야 안전합니다.

EPS 스위치는 센터 콘솔에 위치하며 작동은 다음
과 같이 합니다. 휯
1. 시동 스위치를 켜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
로 EPB 스위치(1)를 누르면 EPB가 풀립니다.
2. EPB 스위치를 당겼다 놓으면 EPB가 걸리고 주
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집니다. 57페이지의 주
차 브레이크 경고등(적색)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시동 스위치를 끄면 적색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최소 10초 켜졌다가 꺼집니다.

뒷바퀴가 진흙이나 물에 잠긴 일이 있

기어를 P에 놓으면 자동으로 EPB가 걸립니다.

을 때는 EPB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참고 : EPB가 자동으로 걸리는 것을 막으려면 차
가 정지했을 때 EPB 스위치를 길게 누르고 기어를
P에 놓습니다.

못할 수 있습니다.

시동 스위치를 끄고 차량 속도를 3km/h 미만으로
낮추면 EPB가 자동으로 걸립니다.
참고 : EPB가 자동으로 걸리는 것을 막으려면 차
가 정지해 있을 때 EPB 스위치를 누른 상태로 5초
내에 시동 스위치를 끄고 EPB 스위치를 2초 더 누
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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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차가 3 km/h 미만의 속도로 움직일 때 EPB 스위치
를 당겼다 놓으면 차가 급히 멈춥니다. 브레이크등
은 켜지지 않습니다.
EPB가 걸린 상태로 차를 운전하면 브

비상 정지 신호(ESS)
비상 제동이 있으면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려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ESS가 비상등을 작
동시킵니다.

레이크 시스템이 크게 손상됩니다.
EPB가 걸린 상태로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전진 기어

경사로 출발 보조 시스템(HSA)

나 후진 기어를 선택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EPB

HSA는 오르막길에서 정지했다 출발할 때 작동합니

가 풀려 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HSA가 천천히 제

EPB가 걸린 상태로 기어를 P에서 빼면 원활한 출
발이 가능하도록 EPB가 자동으로 풀립니다.
참고 : EPB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운전석 도어
를 닫고 운전석 안전벨트를 채워야 가능합니다.

동력을 해제하여 차가 뒤로 구르지 않고 출발할 수
있게 해 줍니다.
HSA는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의 일부입니다.
HSA에서 결함이 감지되면 DSC 꺼짐 경고등이

EPB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게 하려면 EPB 스위치

켜집니다. 메시지 센터에 Stability Control Not

를 길게 당깁니다.

Available - Drive With Care(스태빌리티 시스템

비상 상황에서는 EPB 스위치를 길게 당겨 차량 속
도를 낮추거나 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
해서는 차량 속도가 3km/h를 초과하고 가속 페달

사용 불가 -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
장치(DSC) 꺼짐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을 밟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레
이크 경고등이 깜박이고 경고 차임이 울리며 메시
지 센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정지등도 켜
집니다. EPB 스위치를 놓거나 가속 페달을 밟으면
EPB가 풀립니다.
EPB에서 결함이 감지되면 메시지 센터에 경고 메
시지가 나타나고 진황색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집니
다. 59페이지의 브레이크 경고등(진황색)을 탐조하
십시오.
EPB가 작동하는 도중에 결함이 발생하면 메시지
센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적색 EPB 경고등
이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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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 컨트롤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DSC는 운전자의 오류나 오판을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차량, 승객, 다른 도로 사용자들에게 안
전한 방식으로 운전하십시오.
기온이 -20℃를 밑돌 만큼 낮을 때는
차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브레이크 성능
도 떨어지므로 한층 조심스럽게 운전하
십시오.
시동 스위치를 켜면 DSC도 켜집니다.
DSC는 위험한 운전 상황(예 : 언더스티어나 오버스

TracDSC는 다른 종류의 DSC로서 시스템의 개입이
적습니다.
TracDSC는 여러 종류의 열악한 노면(예 : 눈, 자갈,
모래)에서 접지력을 높여 차를 안정시킵니다.
참고 : TracDSC를 사용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DSC
를 선택하십시오.

TracDSC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개입이 적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를 보다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됩
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racDSC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합니다.

티어 등의 불안정한 동작이 있는 상황)에서 차를 안

�

운전자가 차량 제어에 최대한 개입한다.

정시킵니다. DSC는 필요에 따라 엔진 출력을 조절

�

열악한 노면(예 : 눈, 자갈, 모래)에서 운전한다.

하거나 개별 바퀴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DSC가 개
별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 때는 약간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DSC는 휠스핀(바퀴 헛돌기)이 있
을 때 차의 가속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작동하기도
합니다.

DSC와 TRACDSC 사이에서 전환하기
	센터 콘솔에 DSC OFF 버튼이 있습니다.
6페이지의 운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시
오.

TRACDSC
TracDSC를 잘못 사용하면 차의 안전성
이 약화됩니다.
TracDSC를 사용하면 차의 접지력이 커
지지만 DSC를 사용할 때보다 차의 안
정성이 떨어집니다.
TracDSC는 현재의 운전 조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바퀴에 트랙션 장비(스노 체인 등)를 부

DSC와 TracDSC 사이에서 전환하려면 DSC OFF
버튼을 10초(XJR 차량은 3초) 미만 누릅니다.
TracDSC를 선택하면 DSC 꺼짐 경고등이 켜집니
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꺼짐 경
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DSC나 TracDSC가 작동하면 진황색 DSC 경고등이
깜박입니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할 때 DSC가 작동하
면 크루즈 컨트롤이 꺼집니다.

착했을 때는 DSC를 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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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 컨트롤
DSC 끄기
DSC를 부적절하게 끄면 차의 안전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 조
건(특히 일반 도로)에서 DSC를 끄지 않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 시동 스위치를 껐다 켜면 DSC가 어떤 상태
에 있었든 항상 DSC ON 상태가 됩니다.

DSC가 작동하면 진황색 DSC 경고등이 깜박입니
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경고등
(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할 때 DSC가 작동하
면 크루즈 컨트롤이 꺼집니다.

액티브 리어 록킹 디퍼렌셜
액티브 리어 록킹 디퍼렌셜(E-diff)이 있는 차는 불
규칙한 노면에서 트랙션이 크고 오버스티어 상황에
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메시지 센터에 EDIFF SYSTEM FAULT(E-diff 시스
템 결함)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DSC가 꺼지
면 자동으로 TracDSC가 선택됩니다. 차를 운전하
센터 콘솔에 DSC OFF 버튼이 있습니다. 6페이지
의 운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DSC를 끄려면 DSC OFF 버튼을 10초(XJR 차량은
3초) 이상 누릅니다.

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
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메시지 센터에 EDIFF NOT AVAILABLE(E-diff 사
용 불가)이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과열을 방
지하기 위해 시스템이 잠시 꺼진 것입니다. 차를 운

메시지 센터에 DSC OFF가 표시되고 짧은 경고 차

전하는 것을 가능하지만 시스템이 식을 충분히 때

임이 1회 울립니다. DSC 꺼짐 경고등도 켜집니다.

까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꺼짐 경고등
(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DSC 켜기
DSC를 켜려면 센터 콘솔의 DSC OFF 버튼을 눌렀
다 놓습니다. 6페이지의 운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
시오.

상시 4륜구동(AWD) 시스템
AWD 시스템은 열악한 운전 조건(불규칙한 노면,
미끄러운 노면 등)에서 차의 트랙션(접지력)과 안정
성을 높입니다.
차는 운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AWD 모드와
RWD(후륜구동) 모드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메시지 센터에 DSC ON이 잠시 표시되고 DSC 꺼
짐 경고등이 꺼집니다. 60페이지의 주행 안전 조절
장치(DSC) 꺼짐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97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97

2017-06-26 오전 11:10:30

스태빌리티 컨트롤
AWD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면 메시지 센터에 2
Wheel Drive Only Traction Reduced(2륜만 구동
됨, 트랙션 감소됨)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RWD 모드로 조심스럽게 운전을 계
속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지속되면 신속히 JLR 서
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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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속도 제한기(ASL)
자동 속도 제한기(ASL) 컨트롤

차량, 승객,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참고 : ASL는 차량 속도가 30km/h를 초과할 때만
작동합니다.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ASL을 켜려면 스티어링휠의 ASL 버튼을 누릅니다.

상황에 따라(내리막 경사가 급할 때 등) 차량 속도

계기판에 ASL이 선택되었음을 확인하는 표시등이

ASL은 운전을 돕는 장치에 불과합니다. 운전자는

가 설정한 제한 속도를 초과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엔

켜집니다. 59페이지의 자동 속도 제한기(ASL) 경고

진 제동력으로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어렵기 때

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문입니다(운전자의 개입 필요).

ASL을 켜기 전에는 ASL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할 때는 ASL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에 사용한
시스템(크루즈 컨트롤 또는 자동 속도 제한기)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ASL 작동시키기

1. ASL

2. 스티어링휠의 SET+ 버튼을 길게 눌러 원하는

1. 스티어링휠의 SET+ 버튼이나 RES 버튼을 누릅
니다.
제한 속도를 설정합니다. 설정한 제한 속도가 속

2. SET+

도계에 마커로 표시됩니다.

3. -

SET+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제한 속도가 2km/h

4. CAN
5. RES

증가합니다.

ASL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제한 속도를 설정할 수

참고 : ASL 작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메시지
센터에 이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있습니다. 제한 속도를 설정하면 차가 해당 제한 속

제한 속도를 낮추려면 -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

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속 페달의 조작에 반응합니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제한 속도가 2km/h 감소합니

다. 차가 제한 속도에 도달하면 차의 가속이 중단됩

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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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속도 제한기(ASL)
ASL의 작동을 보류시키려면 스티어링휠의 CAN 버
튼을 누릅니다. ASL의 작동을 재개시키려면 스티어
링휠의 RES 버튼이나 SET+ 버튼을 누릅니다.
빠른 가속이 필요할 때는 제한 속도의 적용을 보류
시킬 수 있습니다. 빠른 가속은 킥다운이라고도 합
니다. 89페이지의 자동 변속기를 참조하십시오.
킥다운이 필요할 때는 차가 제한 속도 너머까지 가
속됩니다. 차량 속도가 제한 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제한 속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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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의 사용
상황에 따라(내리막 경사가 급할 때 등)
차량 속도가 설정 속도보다 빨라질 수
있는데 이는 엔진 제동력으로 차량 속
도를 낮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
아 차량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교통
상황과 도로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한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구불구불한 도로,
눈이나 얼음으로 미끄러운 도로, 비포
장 도로와 같이 안전하게 일정한 속도
를 유지할 수 없는 도로에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 자동 속도 제한기(ASL)가 작동할 때는 크
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동 스위치를
켜면 전에 사용한 시스템(크루즈 컨트롤 또는 자동
속도 제한기)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참고 : 가속 페달을 5분 이상 밟으면 크루즈 컨트
롤이 꺼집니다.

1. SET+ : 크루즈 속도를 설정하거나 높이려면 누
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면 크루즈 컨트
롤 표시등이 켜집니다. 61페이지의 크루즈 컨트
롤 표시등(녹색)을 참조하십시오.
크루즈 속도는 가속 페달을 밟아서 높일 수도 있
습니다. 차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했을 때 SET +
버튼을 누르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해당 속
도가 크루즈 속도로 설정됩니다.
참고 : 크루즈 컨트롤은 차량 속도가 30km/h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RES : 설정 속도로 복귀하려면 누릅니다.
RES 버튼은 운전자가 설정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해당 설정 속도로
복귀하고자 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
다.
3. CANCEL : 설정 속도를 메모리에 남겨 놓은 채
크루즈 컨트롤을 끄려면 누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기어 셀렉터를 N으로
옮기거나 DSC를 작동시켜도 크루즈 컨트롤이
꺼집니다.
4. 설정 속도를 낮추려면 누릅니다.

시스템은 스티어링휠에 위치한 스위치로 제어합니
다. 운전자는 아무 때나 브레이크 페달이나 가속 페
달을 밟아 시스템의 작동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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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개요
ACC는 안전한 운전을 대신해 주지 못
합니다. ACC는 날씨나 도로 상태에 따
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
습니다.
안개가 끼었거나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등으로 시야가 나쁠 때는 ACC를 사용
하지 마십시오.
ACC는 충돌을 경고하거나 방지하지 못
하며 운전자의 판단 착오를 바로잡아
주지도 못합니다.
ACC는 다음과 같은 차량, 사람, 물체에
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


정지해
있거나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느리
게 움직이는 차량

�


도로에
있는 보행자나 물체

�


같은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

�

운전자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전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차량 전면에서 레이더 센서의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흙, 금속 배지, 커버 등을 제거하십시오.

�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ACC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굴곡이 심한 도로, 교통섬이 있는 도로, 교차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ACC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CC의 사용
시스템은 스티어링휠에 위치한 스위치로 제어합니
다. 운전자는 아무 때나 브레이크 페달이나 가속 페
달을 밟아 시스템의 작동을 보류시킬 수 있습니다.
속도를 설정하고 ACC를 켜고 끄는 방법은 크루즈
컨트롤과 같습니다. 101페이지의 크루즈 컨트롤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앞에 느리게 주행하는 차가 있을 때는 ACC가 앞차
와 설정 간격을 유지하고 앞에 느리게 주행하는 차
가 없을 때는 ACC가 설정 속도를 유지합니다.
ACC에는 전파를 발사하여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
는 레이더 센서가 사용됩니다.
레이더 센서는 레이더 빔이 가려지지 않도록 상부
그릴의 배지 뒤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

ACC는 교통이 원활한 도로(차선 표시가 잘 되어
있는 넓은 도로)에서 사용하십시오.

�

안개가 끼었거나 비나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ACC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얼음 등이 있어 미끄러운 도로에서는 ACC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1. 간격 감소 버튼
2. RES(재개) 버튼 : ACC가 꺼진 후에 다시 설정
속도로 ACC를 작동시키려면 누릅니다.
3. CAN(취소) 버튼
4. 간격 증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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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FOLLOW 모드
FOLLOW 모드에서는 차가 자동으로 감
속하여 정지하지도 않고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하게 감속되지도 않
습니다.
크루즈 속도를 설정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설정한 크루즈 속도(설정 속도)가 유지됩니다.
다른 차선에서 앞에 가던 차가 내 차선으로 들어오
거나 내 차선에서 앞에 가는 차의 속도가 설정 속도
보다 느려지면 해당 차와 정해진 간격이 유지되도
록 차량 속도가 낮아지고 FOLLOW 모드가 작동합

ACC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동력이 제한되어 있으므
로 많은 제동력이 필요할 때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참고 :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걸면 ACC가 꺼집니
다.

ACC의 제동력이 부족하면 제동이 걸릴 때 경고음
이 울리고 메시지 센터에 DRIVER INTERVENE(운
전자 개입)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에는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FOLLOW 모드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 앞차
가 없어지면 차가 설정 속도로 돌아갑니다.

니다.

�

앞차가 가속하거나 차선을 바꾼다.

FOLLOW 모드가 작동하면 FOLLOW 모드 경고등

�

내가 차선을 바꾸거나 진출 차선으로 들어간다.

이 켜집니다. 60페이지의 FOLLOW 모드 경고등(진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

황색)을 참조하십시오.

다.

메시지 센터에 차량 그림 앞의 막대 수로 설정 간격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면 회전할 때 보다 빠르게

이 표시됩니다.

반응할 수 있도록 ACC가 앞차와의 간격을 줄입니

다음이 일어날 때까지 앞차와 일정한 간격(시간 기

다.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킨 후에 회전 동작이 없으

준)이 유지됩니다.

면 몇 초 후에 이전 간격이 회복됩니다. ACC가 보

�

앞차가 설정 속도 이상으로 가속한다.

�

앞차가 차선을 바꾸거나 시야에서 사라진다.

�

앞차와의 간격을 다시 설정한다.

다 빠른 반응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때(예 : 앞
차와 너무 가까움, 이미 다른 차선으로 들어왔음)는
보다 빠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차와 정해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브
레이크가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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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모드 꺼짐

설정 속도/FOLLOW 모드 보류시키기

스티어링휠의 간격 줄이기 버튼을 길게 누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 ACC의 작
동을 보류시키면 앞차와의 간격이 자동
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면 FOLLOW 모드가 꺼집니다. 메시지 센터에
FOLLOW 모드 꺼짐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FOLLOW 모드 경고등(진황색)은 꺼집
니다. 62페이지의 FOLLOW 모드 꺼짐 표시등(회
색)을 참조하십시오.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거나 FOLLOW 모드로 주행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설정 속도와 설정 간격이
보류됩니다. FOLLOW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참고 : ACC는 FOLLOW 모드 켜짐이 기본 세팅이
므로 ACC를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FOLLOW 모드
꺼짐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시동 스위치를 꺼도
FOLLOW 모드 꺼짐이 취소됩니다.

ACC를 보류시키면 경고등이 꺼지고 메시지 센터에

FOLLOW 모드를 다시 켜려면 간격 늘리기 버튼이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ACC의 작동이 재개되어

나 간격 줄이기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이전 간격

차가 설정 속도로 감속됩니다(FOLLOW 모드에서는

세팅이 다시 불러지고 계기판에 FOLLOW 모드 경

설정 속도보다 낮은 속도가 됨).

고등(진황색)이 켜집니다.

앞차와의 간격 선택하기
운전자는 운전 조건에 맞는 간격을 선
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버튼을 사용하여 네 가지 가운데
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센터에 선택한 간격
이 표시됩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메시지 센터의 차량 아이콘 앞에
막대 수로 표시됩니다. 시동 스위치를 켜면 기본 간
격(3)이 선택됩니다.

CRUISE OVERRIDE(크루즈 컨트롤 보류)가 표시됩
니다.

큐 어시스트(QA)
운전자는 정지한 차량에 접근할 때 브
레이크 페달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어
야 합니다. 움직이다가 정지한 차량은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는 QA가 해당 차량 뒤에 내 차를 정지
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QA는 ACC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앞차를 따라 차를
감속시키고 정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QA는 스티
어링휠을 많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넓은 도로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면 QA가 이에 맞추
어 차를 감속시키고 정지시킵니다.
QA가 차를 정지시켜 놓고 있을 때 다음 상황이 벌
어지면 QA가 운전자에게 EPB(전자 주차 브레이크)
를 걸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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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가 QA를 껐다.

�

차가 3분 이상 정지했다.

�

운전자의 하차 의도가 감지되었다.

�

시스템에서 오작동이 감지되었다.

참고 : 커브길에서 설정 속도로 복귀할 때는 가속
이 느려집니다. 급한 커브길에서는 가속이 한층 느
려집니다. ACC와 QA는 스티어링휠을 많이 조작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하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
오.

앞차가 다시 출발할 때 가속 페달을 가볍게 밟으면

ACC를 사용한 운전 요령

ACC가 다시 작동합니다.

ACC는 엔진과 브레이크를 제어하여 차량 속도를

차량 속도가 아주 낮을 때는 앞에 정지한 물체가 있

설정 속도에 맞춥니다. ACC가 작동할 때는 가속이

을 때(앞차가 차선을 바꾼 후 앞에 정지한 물체가

나 감속에 반응하여 변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

나타났을 때 등)도 QA가 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

다.

다. 레이더 센서는 정지한 차량과 고정된 물체(도로

ACC가 다음을 감지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메시지

표지판, 임시 방벽 등)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로

센터에 DRIVER INTERVENE(운전자 개입)이라는

인해 예기치 않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경우에는 운전자가 차를 적절히 제어해야 합니다.

설정 속도 복귀와 FOLLOW 모드 재개
RES는 운전자가 이전 설정 속도가 얼
마인지를 알고 해당 설정 속도로 복귀
하고자 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ACC가 취소된 후 RES 버
튼을 누르면 ACC가 다시 작동합니다(설정 속도가
메모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을 경우). 앞에 차가 있어
FOLLOW 모드가 작동하지 않는 한 설정 속도가 회
복되고 메시지 센터에 설정 속도가 표시됩니다. QA
는 10km/h 이상의 속도에서 다시 작동합니다.
참고 : 설정 속도로 복귀할 때는 앞차와의 간격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가속이 빨라지거나 느
려집니다. 앞차와의 간격이 짧을수록 가속이 빨라
집니다.

�

ACC가 작동할 때 결함이 발생했다.

�

ACC의 제동력으로 차를 충분히 감속시키기 어
려운 상황에 봉착했다.

참고 : ACC는 기어 셀렉터가 S나 D에 있을 때 작
동합니다.
참고 : ACC가 작동하면 가속 페달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ACC는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어
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참고 : ACC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리면 브레이크
페달은 움직이지 않지만 브레이크등은 켜집니다.
참고 : 인텔리전트 스탑/스타트 시스템(장착시)은
QA가 차를 정지시키고 있을 때도 작동할 수 있습
니다. 인텔리전트 스탑/스타트 시스템에 의해 시동
이 꺼져 있을 때 가속 페달을 평소보다 길게 밟으
면 시동이 걸려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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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

3. 굽은 길로 들어가거나 굽은 길에서 나온다.
4. 정지해 있는 차를 피해 돌아간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이 어느 차를 따라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5. 앞차가 내 차선에서 나간다. 이런 경우에는 시스
템이 어느 차를 따라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ACC가 늦게 브레이크를 걸거나 예기치 않게 브레
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경계를 늦추지 않
고 있다가 필요시 직접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전방 경고 시스템
시스템은 느리게 움직이는 앞차에 반응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CC가 작동할 때는 시스템이 전방의 물체를 감지
하여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경고합니다. 전방의
물체가 매우 가까울 때는 ACC가 작동하지 않더라
도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리고 경고 메시지를 띄웁
니다.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걸지는 못합니다.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없으므로 경고
음이 울리거나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운전자의
동작(브레이크 걸기, 스티어링휠 돌리기, 방향지시
등 켜기 등)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미리 필
요한 조치를 취하면 경고음을 울리거나 경고 메시
지를 띄우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계기판의 Driving Features 메뉴를 사용
하여 켜고 끌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
뉴를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감지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계기판의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작동하
는 것입니다. 61페이지의 전방 경고 표시등(녹색)을
참조하십시오.

1. 앞차와 다른 차선에서 주행한다.
2. 앞차가 내 차선에 약간 들어와 있다. 앞차가 내
차선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해당 차가 감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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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방법으로 시스템의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

차량 속도가 7km/h 이상일 때 작동하는 AEBA는

다.

비상 제동시(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차가 감지될 때

�

�

ACC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간격 감소 버튼을 누르

등) 브레이크의 반응 속도를 높입니다.

면 시스템의 현재 감도가 표시된 다음 감도가 감

FORWARD ALERT 메시지가 나타난 후 충돌 위험

소합니다.

이 커지면 급제동에 대비하여 AEBA가 가볍게 브레

간격 증가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의 현재 감도가
표시된 다음 감도가 증가합니다.

참고 : 설정한 감도는 시동 스위치를 꺼도 지워지
지 않습니다.

메시지 센터에 FORWARD ALERT가 표시됩니다.

어드밴스드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
(AEBA)
AEBA는 느리게 움직이는 차에 반응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지한 차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차에는 AEBA가 전
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크를 겁니다(느낄 수 있음). 다음에 운전자가 브
레이크 페달을 급히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
지는 압력이 적더라도 강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93페이지의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EBA)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 :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강한 브
레이크가 걸립니다.

AEBA는 전방 경고 시스템이나 ACC를 꺼도 작동
합니다.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면 메시지 센터에
FORWARD ALERT UNAVAILABLE(전방 경고 시
스템 사용 불가)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차를
운전할 수는 있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작동하지만
AEBA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경우에 따라 계기판에 경고가 나타날

센터에 가서 시스템을 점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예로 앞차

다.

와의 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 충돌을 피
하기 위해 스티어링휠을 많이 돌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는 상황 같
은 것이 있습니다.
AEBA에는 ACC나 전방 경고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레이더 센서가 사
용되므로 같은 성능 한계가 적용됩니
다.
AEBA는 ACC가 있는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EBA는 ACC나 전방 경고 시스템을 꺼도 작동
합니다.

인텔리전트 비상 제동 시스템(IEB)
IEB는 느리게 움직이는 앞차에 반응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IEB는 정지한 차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
이는 차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경고가 나타나고 자동 제
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
우의 예로 앞차와의 거리가 매우 짧은
상황,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티어링휠
을 많이 돌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
게 밟는 상황 같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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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B에는 ACC와 전방 경고 시스템에 사
용되는 것과 같은 레이더 센서가 사용
되므로 같은 성능 한계가 적용됩니다.
IEB는 ACC가 있는 차량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EB는 ACC나 전방 경고 시스템을 꺼도 작동합니다.
IEB의 용도는 느리게 움직이는 앞차와의 충돌이 불
가피할 때 충돌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IEB는 모든 차량 속도에서 작동합니다.
충돌이 임박하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IEB가 최대 압력으로 브레이
크를 겁니다. IEB가 작동하면 메시지 센터에 IEB
System Was Activated(IEB가 작동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한 번 작동한 IEB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서 리셋할 때까지 다시 작동하지 않
습니다.
참고 : 차를 감속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거리는 타이어와 노면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이나 비로 레이더 센서가 막히거나 시스템에 결
함이 생기면 메시지 센터에 IEB Not Available(IEB
사용 불가)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차를 운전
할 수는 있고 브레이크 시스템도 작동하지만 IEB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이더 센서가 막히지 않았는
데도 IEB가 작동하지 않으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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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개요
후진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
히 조심하십시오.

ASPC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ASPC가 켜지고 버튼
의 LED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메시지 센터에
는 ASPC가 켜졌음을 확인하고 목표 속도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계기판에는

ASPC는 미끄러운 노면(얼음, 눈, 풀, 자갈, 모래

진황색 ASPC 경고등이 켜집니다. 58페이지의 전지

가 덮인 노면)에서 차를 조작하는 것을 돕습니다.

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경고등(진황색)을 참

ASPC는 저속으로 전진하거나 후진할 때 작동합니

조하십시오.

다. ASPC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경사로를 올
라가거나 내려갈 때, 불안정하거나 미끄러운 노면
에서 운전할 때 유용합니다.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의 사용
ASPC가 작동하지 않을 때나 메시지 센
터에 경고 메시지가 있을 때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피하십시오.
스티어링휠과 브레이크 페달은 전적으
로 운전자가 제어해야 합니다.

ASPC는 차가 정지해 있을 때도 켤 수 있고 차가 움
직일 때도 켤 수 있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
시오.
참고 :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ASPC를 켤 수 없습니다. 175페이지의 자동 주차
선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ASPC가 작동할 때는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기,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이 꺼집니다.

시동 스위치를 끄면 ASPC 켜짐 상태가 최장 6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6시간이 지난 후에 시동 스위치
를 켰을 때 ASPC가 필요하면 이를 다시 켜야 합니
다.
시스템을 끄려면 ASPC 버튼을 다시 눌렀다 놓습니
다. 시스템을 끄면 버튼의 LED 표시등과 계기판의
ASPC 경고등이 꺼집니다. 메시지 센터에는 ASPC
꺼짐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SPC의 작동은 현재 선택된 운전 모드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얼음/눈 운전 모드를 선택
했을 때는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점차적인 가속이

센터 콘솔에 ASPC 버튼이 있습니다. 6페이지의 운

이루어지고 정상 모드를 선택했을 때는 전진 속도

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를 높일 수 있도록 빠른 가속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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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ASPC를 켜면 ASPC가 기본 모드인 내리막 컨트롤

전기능 모드에서는 브레이크와 엔진 토크로 차량

모드로 들어가 브레이크로 내리막 속도만 제어합니

속도가 제어됩니다.

다.

차를 전진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기능 모

ASPC가 내리막 컨트롤 모드로 들어가면 메시지 센

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르막길을 가거

터에 ASPC Descent Braking Only(ASPC의 내리

나,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미끄

막 제동만 가능)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러운 노면에서 운전할 때는 전기능 모드를 사용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는 내리막 컨트롤 모드를 사용
하십시오.
�

기어 셀렉터로 원하는 기어를 선택합니다.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시스템 최소 속도
(3.6km/h)까지 중력으로 차가 전진하게 만듭니
다.

�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SET+ 버튼을 사용하
는 것이 감지되지 않는 한 ASPC가 시스템 최소
속도를 유지합니다. 111페이지의 전지형 프로그
레스 컨트롤(ASPC)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SET+ 버튼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리막 컨트롤 모드가 다시 작
동합니다.
참고 : SET+ 버튼을 사용하면 ASPC가 전기능
모드로 들어갑니다.

ASPC가 전기능 모드로 들어가면 메시지 센터에
ASPC Speed Set(ASPC 속도 설정됨)이라는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ASPC가 전기능 모드로 들어가려면 운전석
안전벨트를 채우고 도어를 모두 닫아야 합니다. 이
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메시지 센터에 이를 가
리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야 합니다.
참고 : 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SET+ 버튼을 누르
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십시오.
참고 : 차가 움직일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
고 SET+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참고 : 기어 셀렉터를 N에 놓으면 ASPC가 내리막
컨트롤 모드로 들어가고 메시지 센터에 이를 알리
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ASPC가 작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강하게
밟으면 시스템이 전기능 모드에서 나와 내리막 컨
트롤 모드로 들어갑니다.
참고 : ASPC가 작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으면 설정 속도가 낮아집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서 발을 떼면 ASPC가 현재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참고 : 운전자는 아무 때나 브레이크 페달이나 가
속 페달을 밟아 ASPC의 작동을 보류시킬 수 있습
니다.
참고 : 차량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ASPC의
작동이 보류됩니다. ASPC는 차량 속도가 30km/h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대기 모드에 있습니다. 메시
지 센터에는 ASPC의 작동이 보류되었음을 가리키
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차량 속도가 80km/h를 초과하면 ASPC가
꺼지고 메시지 센터에 이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이후 ASPC를 다시 사용하려면 ASPC를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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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ASPC를 켜고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운전을 돕습니다.
�

평평한 도로, 오르막길, 내리막길에서 정지했다
가 전진하거나 후진한다.

�

저속으로 전후진 동작을 반복한다.

�

전진하면서 최고 30km/h까지 설정 속도를 유지
한다.

브레이크 온도가 정상 작동온도를 초과하면 메시지
센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고 ASPC가 점차적으
로 꺼집니다. 브레이크 온도가 정상 작동온도를 회

1. SET+ :원하는 목표 속도가 설정되었거나 바뀌
었음을 ASPC가 인식하도록 하려면 눌렀다 놓습
니다. 반복해서 누르거나 누르고 있으면 설정 속
도가 최고 속도인 30km/h까지 올라갑니다. 차
량 속도를 원하는 속도로 높인 후 누르면 현재의
차량 속도가 설정 속도가 됩니다.
참고 : 차가 정지해 있을 때는 SET+ 버튼을 누
르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십시오.
참고 : 가속 페달을 가볍게 밟으면 현재의 설정
속도가 보류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현재
의 설정 속도가 다시 적용됩니다.

복하면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고 ASPC가 작동을 재

참고 : 계기판에 설정 속도가 표시됩니다.

개합니다.

참고 : 미끄러운 노면에서 출발할 때 매우 낮은
속도를 선택하면 차의 전진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출발을 위해서는 차가 전
진하는 데 충분한 설정 속도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ASPC에서 결함이 감지되면 ASPC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 센터에 ASPC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설정

2. RES :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아 설정 속도
를 낮추었다가 이전 설정 속도로 복귀하려면 누
릅니다.
참고 : RES 버튼은 운전자가 이전 설정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고 해당 설정 속도로 복귀하고자
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ASPC를 켰을 때는 원하는 목표 속도를 설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는 스티어링휠 우측 버튼을
사용합니다. 6페이지의 운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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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
3. CAN : 설정 속도를 취소하려면 누릅니다. ASPC
가 전기능 모드에서 나와 내리막 컨트롤 모드로
들어갑니다. 109페이지의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
트롤(ASPC)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4. - : 반복해서 누르거나 누르고 있으면 설정 속도
가 최저 속도인 3.6km/h까지 내려갑니다.
참고 :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밟아도 설정 속
도가 낮아집니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면
ASPC가 현재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ASPC가 작
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페달에서 맥동
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30km/h에서 80km/h 사이일 때는
ASPC가 대기 모드로 들어가고 ASPC 경고등이 깜
박입니다. 차량 속도가 30km/h 밑으로 떨어지면
ASPC가 작동을 재개합니다. 차량 속도가 80km/h
를 초과하면 ASPC가 꺼지고 ASPC 경고등도 꺼집
니다. 이후 ASPC를 다시 사용하려면 ASPC를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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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BSM)은 안
전 운행을 도와주는 시스템에 불과합니
다. 항상 실외 미러와 실내 미러를 보고
접근하는 차를 살피십시오. 차량 속도,
날씨, 도로 상태에 따라 BSM이 작동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나 내 차가
빠르게 추월하는 차는 BSM이 미리 알
려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BSM은 모든 차를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물체(가드레일 등)를 장애물로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더라도 사
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외 미러와 실내
미러를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십시오.
시스템은 운전자의 판단 착오를 바로잡
아 주지 못합니다.
시스템에 사용되는 레이더 센서에 흙,
물, 얼음, 눈이 덮이면 시스템이 사각지
대에 있는 차나 물체를 잘 감지하지 못
하게 됩니다.
실외 미러의 경고 표시가 스티커 등으
로 가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뒷범퍼에 레이더 센서의 작동을 방해할
만한 물건(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마십
시오.
BSM은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차량 측면을 모니터
합니다. 시스템은 차량 좌우에 위치한 레이더 센서
를 사용하여 사각지대(1) 안에서 추월하는 차량/물

1. 운전자의 사각지대
2. 실외 미러의 아이콘 : 추월하는 차가 감지되면
실외 미러에 진황색 경고 아이콘이 켜집니다.
3. 시스템 꺼짐 표시등 :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실외 미러에 진황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BSM이 추월하는 차량/물체를 감지하면 사각지대
에 차량/물체가 있으므로 차선 변경이 위험함을 운
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해당 실외 미러에 황색 경
고등(2)이 켜집니다.
레이더 센서는 실외 미러에서 시작하여 뒷바퀴 뒤
로 6m 이내와 차량 측면에서 시작하여 옆으로
2.5m(일반 차선폭) 이내를 커버합니다. BSM은 차
선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를 식별하고 정지해 있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
이는 차량/물체는 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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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보조 시스템
참고 : 레이더 센서는 모든 RTTE 국가에서 사용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참고 : 시스템이 일반 차선폭에 해당하는 범위를
모니터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선폭이 일반 차선보
다 좁을 때는 인접하지 않은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
량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차의 양쪽 모두에서 빠르게 추월하는 차가
감지되면 양쪽 실외 미러 모두에서 황색 경고 아이
콘이 깜박입니다.

차가 전진 기어에서 10km/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
면 BSM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BSM이 켜지면 자가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실외 미러의 경고 아이콘이
짧은 시간 동안 교대로 켜집니다.

접근차량 감지 시스템
접근차량 감지 시스템은 안전한 운전과
실외/실내 미러의 사용을 도와주는 시
스템에 불과합니다.
직후방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는 시스
템이 적시에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항상 실외 미러와 실내 미러를 보고
접근하는 차를 살피십시오.
시스템에 사용되는 레이더 센서에 흙,
물, 얼음, 눈이 덮이면 시스템이 접근하
는 차를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점(3)은 전진 속도가 10km/h를 초과할 때까지 나

실외 미러의 경고 아이콘이 스티커 등

타납니다.

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음 동작이 있으면 BSM이 자동으로 꺼지고 실외

뒷범퍼에 레이더 센서의 작동을 방해할

미러에 황색 점이 나타납니다.

만한 물건(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마십

�

후진 기어를 선택했다.

�

P를 선택했다.

�

차량 속도를 6km/h 밑으로 낮추었다.

시오.
접근차량 감지 시스템은 BSM과 달리 후방의 넓은
면적(1)을 커버합니다. 차가 전진기어에서 10km/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때 작동하는 본 시스템은 교

BSM은 계기판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

통이 원활하고 차선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최상의

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성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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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근차량 감지 시스템은 차량 후미에서 70m 이
내와 차량 측면에서 2.5m(일반 차선폭) 이내를
커버합니다.

BSM 센서
BSM 센서의 하나가 완전히 가려지면 BSM 시스
템이 작동을 멈추고 실외 미러에 황색 점(3)이 나

2. 빠르게 접근하는 차가 감지되면 충돌 위험을 알

타나며 메시지 센터에 BLIND SPOT MONITOR

리기 위해 해당 방향의 실외 미러에서 황색 경고

SENSOR BLOCKED(BSM 센서 막힘)라는 메시지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가 나타납니다.

3. 접근하는 차가 BSM이 모니터하는 영역에 도달
하면 황색 경고 아이콘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
다.
참고 : 차의 양쪽 모두에서 빠르게 추월하는 차가
감지되면 양쪽 실외 미러 모두에서 황색 경고 아이
콘이 깜박입니다.
참고 : 시스템이 일반 차선폭에 해당하는 범위를
모니터하게 되어 있으므로 차선폭이 일반 차선보
다 좁을 때는 인접하지 않은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
량이 감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급한 커브길에서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참고 : 차량 속도가 10km/h를 초과하면 BSM 센
서가 막혔는지 알아보는 테스트가 시작되었다가
1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2분 이상 운전하면
BSM 센서가 막혔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BSM 센서가 막혔을 때는 뒷범퍼를 가리는 물건이
없는지, 뒷범퍼에 얼음, 서리, 먼지가 없는지 점검하
십시오.
BSM 센서의 하나에서 결함이 감지되면 실외 미
러에 황색 점이 나타나고 메시지 센터에 BLIND
SPOT MONITOR NOT AVAILABLE(BSM 사용 불
가)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BSM를 끄면 접근차량 감지 시스템도 꺼집
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레이더 센서는 모든 RTTE 국가에서 사용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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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보조 시스템
참고 : 시스템은 한쪽 센서에서만 결함이 감지되어
도 작동을 멈춥니다. 결함이 일시적일 때는 시동을
껐다 켜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합니다.

결함이 지속적으로 감지되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운전자 피로 경고 시스템
운전자 피로 경고 시스템의 용도는 운전자의 운전
방식을 모니터하여 운전자의 피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운전자가 피로한 것으로 판단하면 계기판
에 TAKE A BREAK!(휴식을 취하십시오!)라는 경고
메시지가 1분간 나타나고 차임이 1회 울립니다. 이
후 휴식을 취하지 않고 15분 이상 더 운전하면 추
가 경고가 나오는데 본 경고는 스티어링휠의 OK 버
튼을 누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은 운전을 보조하
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운전자는 차
량, 승객,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운전할 책
임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시스템이 감
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도로 표지
판, 노면 마크, 도로 상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 표지 인식 시스템에는 실내 미러 베이스에 위
치한 전향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본 카메라는 고정
식 속도 표지판, 추월금지 표지판, 가변 오버헤드
속도 표지판을 감지하고 메시지 센터에 관련 심벌
을 표시합니다. 시스템은 추가 정보(예 : 우천시의
제한 속도)가 있는 교통 표지판을 감지하여 차량 시
스템(예 : 레인센서, 와이퍼)의 반응을 살핀 후 메시

시스템은 차량 속도가 60km/h에서 180km/h 사이

지 센터에 관련 심벌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

일 때 작동합니다.

표지판이 없는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제

시스템은 계기판 메뉴의 Driver Assistance 항목에

공하는 제한 속도가 표시됩니다.

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

참고 :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시스템이 카
메라에만 의존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면 메시지 센터에 이중 경고
아이콘이 나타나고 결함이 제거될 때까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시동 스위치를 껐다 켜도 결
함이 제거되지 않으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
시오.

참고 : 실내 미러 앞쪽 앞유리 부위가 스티커, 먼
지, 눈, 얼음 등의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은 계기판의 Driving Features
메뉴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은 최고 속도 이하에서 작동합니다.
시스템에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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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속도 감지 기능 : 제한 속도가 감지되면 메
시지 센터에 제한 속도 표지판이 표시됩니다.

�

속도 경고 기능 : 차량 속도가 감지된 제한 속도
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면 메시지 센터에 표시된
제한 속도 표지판 둘레에 적색으로 깜박이는 링
이 나타납니다.

�

내비게이션 정보가 부정확하다.

�

내비게이션 정보가 없는 곳에서 운전한다.

�

도로 표지판의 규격이 맞지 않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
장애물을 감지하고 장애물까지의 거리
를 판단할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속도 경고 기능은 끌 수도 있고 다음 세 가지 상
황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 속도가 감지된 제한 속도와 같다.

�

차량 속도가 감지된 제한 속도를 15km/h 이

손상을 줄 수 있지만 카메라가 감지하

상 초과한다.

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감지된 제한 속도를 20km/h 이

카메라가 이물질(예 : 얼음, 서리, 눈,

상 초과한다.

나뭇잎, 흙, 곤충 잔해) 없이 깨끗해야

�

�

공중에 매달린 물체나 가로대는 차에

추월금지 구역 감지 기능 : 추월금지 구역이 감

합니다. 카메라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

지되면 메시지 센터에 추월금지 표지판이 표시

리나 각도의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

됩니다.

다. 234페이지의 센서와 카메라를 참조
하십시오.

참고 : 시스템은 노면 마크나, 표지판이 없는 상황
(예 : 철도 건널목)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시스템의 한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못된 정보를 제
공하거나 부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뒷범퍼에 카메라의 작동을 방해할 만한
물건(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에 사용되는 카메라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
다.
�

전방 하부 그릴 중앙

나쁘다.

�

후방 번호판 위 또는 뒷범퍼 중앙

�

표지판이 가려져 있다.

�

좌우 실외 미러 밑면

�

매우 밝은 광원 쪽으로 운전한다.

�

카메라 앞쪽 앞유리 부위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참고 : 카메라 영상의 품질은 조명 상태에 따라 달
라집니다.

�

안개가 짙거나 비나 눈이 많이 와 운전 조건이

있거나 습기가 찼거나 이물질(눈, 먼지 등)이 덮
여 있다.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을 켜려면 터
치스크린 옆의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
거나 EXTRA FEATURES 화면에서
Cameras를 선택합니다. 127페이지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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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우 분할 영상 : 아무 영상이나 터치하면 해당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나옵니다.
2. 카메라 선택 화살표 : 2개의 영상을 선택했을 때
는 카메라 선택 화살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카메라 선택 화살표 : 선택하면 하이라이트됩니
다.
4. 전경 영상 : 네 카메라 모두를 사용한 360°전
경 영상을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5. 우측 또는 후방 분할 화면 영상 : 아무 영상이나
터치하면 해당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나옵니다.
6. 설정 아이콘 : Camera Settings 메뉴를 선택하
려면 터치합니다.
�

Parking Guidance(주차 안내선) : ON이나
OFF를 선택합니다.

�

Parking Aid Graphics(주차 보조 그림) : ON

참고 : 차량 규격에 따라 Camera Settings 메
뉴에 추가 세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세
팅이 6개 이상이면 스크롤 바가 표시됩니다.

7. 주차 보조 아이콘 : 주차 보조 그림을 켜거나 끄
려면 터치합니다.
8. 카메라 선택 아이콘 : 다른 카메라 영상을 선택
하려면 터치합니다.
참고 : 한 번에 2개의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360°영상 대신). 2개의 영상이 선택되어 있을
때 이들과 다른 영상을 선택하려면 1개의 영상
을 취소해야 합니다.

9. 카메라 아이콘 : 영상을 광폭과 표준폭 사이에서
전환하려면 터치합니다. 전방 영상과 후방 영상
에만 적용됩니다.
10. 볼륨 아이콘 : 삐소리의 볼륨을 없애려면 터치
합니다.

이나 OFF를 선택합니다.
�

360°PDC Plan View(360°PDC 전경 영상)
: ON이나 OFF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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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영상 바로가기
카메라

아이콘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콘은 현재의 기
어와 차량 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
동합니다.
�

전진 기어가 선택되어 있고 차량 속도가 10km/h
보다 낮을 때

�

�

�

1회 터치 : 교차로 영상으로 바로 갑니다.

�

2회 터치 : 광각 후방 영상으로 바로 갑니다.

�

3회 터치 : 교차로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N이나 P가 선택되어 있을 때
�

1회 터치 : 전경 영상으로 바로 갑니다.

�

2회 터치 : 교차로 영상으로 바로 갑니다.

�

3회 터치 : 광각 후방 영상으로 바로 갑니다.

후진 기어가 선택되어 있을 때 :
�

1회 터치 : 광각 후방 영상으로 바로 갑니다.

�

2회 터치 : 교차로 영상으로 바로 갑니다.

�

3회 터치 : 광각 후방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팬/줌 도구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나올 때 영상을 터치하면 팬/
줌 도구가 표시됩니다. 팬/줌 도구를 사용하면 영상
을 세 가지 디테일로 볼 수 있고 영상을 좌우상하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두 번 터치하면 영
상이 중간 디테일로 줌됩니다(팬/줌 기능은 계속 사
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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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모드의 작동

운전 모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운전 모드 버튼을 한

참고 : 운전 모드를 바꾸면 차의 각종 세팅이 달
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밟았
을 때 엔진 속도(rpm)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스
펜션과 스티어링휠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크지는 않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번 누르면 해당 운전 모드가 취소됩니다.
선택한 운전 모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사라지면 해
당 운전 모드를 취소하십시오. 차가 정상 모드로 돌
아갑니다.

다이내믹 운전 모드
	다이내믹 운전 모드에서는 고성능 운전
이 가능하도록 각종 시스템이 조율됩니
다.
참고 : 다이내믹 운전 모드와 비/얼음/눈 운전 모
드를 함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 다이내믹 운전 모드는 시동 스위치를 끈 후
에도 6시간 동안 선택되어 있습니다. 6시간이 지난
후에 시동 스위치를 켰을 때 본 모드가 필요하면
이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센터 콘솔에 운전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6페이지
의 운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

운전 모드 버튼을 1회 누릅니다. 메시지 센터에
운전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2초 내에 운전 모드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메시
지 센터에 원하는 운전 모드 아이콘이 하이라이
트될 때까지 누르십시오. 2초가 지나면 해당 운

참고 : 수동 변속 모드에서 다이내믹 운전 모드를
선택하고 기어를 S에 놓으면 운전자가 상향 변속
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엔진이 상향 변
속이 필요한 속도에 도달해도 상향 변속이 자동으
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운전자가 상향 변속을 실
시해야 합니다. 권장 변속 포인트(상향 변속)가 되
면 메시지 센터에 변속 표시등이 잠시 켜집니다.
61페이지의 기어 변속 표시등(녹색)을 참조하십시
오.

전 모드 아이콘이 선택되어 지속적으로 표시됩

�

니다.

비/얼음/눈 운전 모드

OFF를 선택하면 전에 선택한 운전 모드가 취소

	비/얼음/눈 운전 모드는 접지력이 낮은

되고 메시지 센터에서 해당 운전 모드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운전 모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운전 모드 버튼
을 한 번 누르면 자동으로 비/얼음/눈 운전 모드가
선택됩니다.

노면에서 차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비/얼음/눈 운전 모드를 선택하면 차가 미끄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제어되어 열악한 조건에서 원활한
전진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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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모드
참고 : 비/얼음/눈 운전 모드를 다이내믹 운전 모
드와 함께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 비/얼음/눈 모드는 무기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시동 스위치를 꺼도 선택되어 있음) 필요하
지 않을 때는 수동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날씨가 나쁠 때 스노 타이어나 사계절 타이어를 사
용하면 차의 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269페이지의
스노 타이어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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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홈
터치스크린 홈 메뉴

차가 움직일 때 시스템을 조작하면 운
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위험합니다.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터치스크린을 오래 사용할 때는 엔진을
작동시키십시오. 엔진을 작동시키지 않
고 터치스크린을 오래 사용하면 배터리
가 약해져 시동을 걸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액체를 흘리거나 튀기지
마십시오.

1. 돌아가기

아이콘 : 위쪽 메뉴 레벨로 가려면 터
치합니다.
참고 : HOME 화면에서는 돌아가기 아이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2. 전화 버튼/화면 : PHONE 화면을 선택하려면 화
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누릅니다.
3. 전화 바로가기 : 전화가 연결되어 있을 때 터치
하면 음성 메일이 선택되고 전화가 연결되어 있
지 않을 때 터치하면 PHONE 화면이 선택됩니
다.
4. 좌향 화살표 : MY HOME 화면을 선택하려면 화
살표를 터치하거나 화면을 우측으로 스와이프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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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홈
5. 미디어 바로가기 : 미디어 바로가기를 선택하려
면 터치합니다.
�

CD, 블루투스, USB : 플레이와 일시정지 사
이에서 전환합니다.

�

라디오 : 소리를 멈춥니다.

미디어 시스템을 끄려면 터치합니다.
6. 상태 아이콘 : 124페이지의 터치스크린 상태 아
이콘을 참조하십시오.
7. 미디어 버튼/화면 : 미디어 화면을 선택하려면
화면을 터치하거나 버튼을 누릅니다. 미디어 시
스템이 켜져 있을 때 터치하면 현재 미디어 소스
의 메뉴가 선택됩니다.
참고 :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는 현재 플레이되
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14. 듀얼 뷰 버튼 : DUAL VIEW 기능을 켜거나 끄
고 AUDIO SETTINGS 화면을 선택하려면(듀얼
뷰 기능이 없는 차량) 누릅니다.
15. 페이지 표시기 : 가용 화면의 수를 가리키는 표
시 : 점은 현재 화면의 위치를 가리킵니다.
16. 홈 버튼 : HOME 화면을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PREVIEWS 화면을 선택하려면 두 번 누릅니다.
17. 자동

주차 버튼 :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켜
고 끄거나 화면을 켜고 끄려면(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없는 차량) 누릅니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 차량은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화면을 끌 수 있습
니다.

8. 온도조절 화면 : FRONT CLIMATE 화면을 선택
하려면 터치합니다. 161페이지의 앞좌석 온도조
절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9. 시트 바로가기 : SEATS 화면을 선택하려면 터
치합니다. 168페이지의 히팅 시트, 168페이지의
온도조절식 시트, 168페이지의 시트 마사지를
참조하십시오.
10. 우향 화살표 : EXTRA FEATURES 화면을 선
택하려면 화살표를 터치하거나 화면을 좌측으
로 스와이프합니다.
11. 내비게이션 바로가기 :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경로 안내를 취소하려면(목적지가 설정되어 있
을 때) 터치합니다.
12. 내비게이션 버튼/화면 : 내비게이션 지도를 선
택하려면 터치합니다.
13. 설정 버튼 :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Home
Settings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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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홈
MY HOME 화면

MY HOME 화면에서는 위젯과 바로가기를 보고 배
열할 수 있습니다.
1. MY HOME 화면 : 복수의 화면이 제공됩니다.
2. 위젯과 바로가기 : 크기와 위치를 선택할 수 있

터치스크린 상태 아이콘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기능이나 앱의 현
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휴대폰의 신호 강도를 가리킵니다.

습니다.
3. MY HOME 화면 명칭 : 바꾸려면 터치합니다.

휴대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가리킵

4. 다른 MY HOME 화면을 보거나 HOME 화면으로

니다.

돌아가려면 화살표를 터치하거나 화면을 스와이
프합니다.
5. 편집 아이콘 : 편집 모드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
다.

히팅/온도조절식 시트의 상태를 가리
킵니다.
교통 정보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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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홈
와이파이 신호를 가리킵니다. 		

화면 옮기기 : 화면을 핀치하거나 홈 버튼을 두
번 눌러 HOME 화면, MY HOME 화면, EXTRA

연결중임을 가리킵니다.		
휴대폰이 수신 전화를 돌리도록 설정
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가리킵니다.

FEATURES 화면의 PREVIEWS를 선택합니다.
PREVIEWS를 터치하여 원하는 화면을 엽니다. 편
집 아이콘을 짧게 터치하거나 화면을 길게 터치하
여 EDIT PREVIEWS 화면을 엽니다. 본 화면을 원
하는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화면 추가하기 : PREVIEWS 화면에서 편집 아이
콘을 짧게 터치하거나 화면을 길게 터치하여 EDIT

바로가기, 위젯, 화면 편집하기

PREVIEWS 화면을 엽니다. + 기호를 터치하여
새 MY HOME 화면을 만듭니다. 위젯을 추가하거

위젯 추가하기 : 편집 아이콘을 짧게 터치하거나 화

나 옮길 때 이를 화면 좌측으로 드래그하면 새 MY

면을 길게 터치하여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화면

HOME 화면이 만들어집니다.

에서 아무 + 기호나 터치하고 화면 하단의 가용 범

참고 : MY HOME 화면은 총 4개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주에서 원하는 범주를 선택합니다. 화살표를 터치
하거나 화면을 스와이프하여 위젯을 스크롤합니다.
원하는 위젯을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MY HOME 화
면에 해당 위젯이 표시됩니다.
위젯 옮기기 : 원하는 위젯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

화면 삭제하기 : PREVIEWS 화면에서 편집 아이
콘을 짧게 터치하거나 화면을 길게 터치하여 EDIT
PREVIEWS 화면을 엽니다. 삭제할 MY HOME 화
면을 삭제 막대로 드래그하고 손을 뗍니다.

치로 옮깁니다. 어느 위젯을 다른 MY HOME 화면
으로 옮기려면 해당 위젯을 화면 측면으로 드래그

터치스크린의 사용

합니다.

터치스크린을 터치할 때 너무 힘을 주

위젯 크기 바꾸기 : 위젯을 선택하거나 다른 위치

지 마십시오.

로 옮기거나 새로 만들면 화면에 크기 바꾸기 토글
이 나타납니다. 본 토글을 터치하여 해당 위젯의 크
기를 바꿉니다.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동작의 의미
�

게 건드립니다.

위젯 삭제하기 : 삭제할 위젯을 삭제 막대로 드래
그합니다.
화면 명칭 바꾸기 : 화면 명칭을 터치하고 키보드

터치하기 : 손가락 끝으로 터치스크린 표면을 짧

�

길게 터치하기 : 터치스크린 표면을 오래 건드립
니다.

로 원하는 명칭을 입력한 후 OK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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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홈
�

스와이프(쓸기) : 터치스크린 표면에서 손가락
끝을 일직선으로 빠르게 이동시킵니다.

�

드래그(끌기) : 터치스크린 표면에서 손가락 끝
으로 한 품목을 터치하여 이동시킵니다.

�

핀치(두 손가락으로 벌리기/좁히기) : 지도나 이
미지를 확대하려면 화면에서 두 손가락을 벌리
고 축소하려면 두 손가락을 좁힙니다.

터치스크린의 관리
마찰성 세제로 터치스크린을 클리닝하
지 마십시오. 클리닝 용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표시된 클리닝 방법을 잘 따르십시오. 237페이지의
스크린과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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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추가 기능
추가 기능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발렛 모드 선택하기
발렛 모드를 선택하면 주차원이 주차 후 차를 잠글
수는 있지만 트렁크와 글러브함을 열 수는 없습니

EXTRA FEATURES 화면을 선택하려면 홈 화면에
서 우향 화살표를 터치하거나 화면을 좌측으로 스
와이프합니다.
EXTRA FEATURES 화면에는 사용 가능한 기능을
켜고 끄고 설정하는 옵션이 나옵니다. 원하는 앱 화
면이나 설정 화면을 선택하려면 해당 추가 기능을
터치합니다.

다. 또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것이 방지되어 무
단으로 전화번호나 내비게이션 주소를 볼 수도 없
습니다. 발렛 모드에서는 필수적인 운전자 보조 시
스템(카메라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 등)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발렛 모드는 마스터 PIN(Settings 메뉴에서 설정)이
나 임시 PIN(마스터 PIN을 모를 때)을 사용하여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 PIN은 차주 이외의 사람에

�

Rear Media(뒷좌석 미디어)

게 발렛 모드 설정을 허용할 때 사용합니다.

�

Eco Data(에코 데이터) : Eco 데이터 시스템은

마스터 PIN으로 발렛 모드를 설정했을 때는 마스터

차량 데이터와 운전 도움말을 제공하는 방식으

PIN으로만 발렛 모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시

로 운전자가 연비를 높이는 것을 돕습니다.

PIN으로 발렛 모드를 설정했을 때는 임시 PIN과 마

계기판에 Eco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스터 PIN 중 아무 것으로나 발렛 모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Cameras(카메라)

�

InControl Apps(인컨트롤 앱)

�

Live(라이브) :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의 일부

�

Seats(시트)

�

Valet Mode(발렛 모드)

임시 PIN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해당 임시 PIN을

�

Contacts(연락처)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력한 PIN을 취소

�

Voice(음성)

�

Bluetooth(블루투스)

시스템이 PIN을 다시 입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

Settings(설정) :

129페이지의 일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차량 규격에 따라 추가 기능의 수가 달라집
니다.

발렛 모드를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EXTRA FEATURES 화면에서 Valet Mode를 터
치합니다.
2. 마스터 PIN이나 임시 PIN(4자리)을 입력합니다.

하려면 돌아가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확인하
기 위해 입력한 PIN이 처음 입력한 PIN과 다르면

3. VALET MODE 화면이 나타나 입력한 PIN이 수
락되어 발렛 모드가 설정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발렛 모드에서는 트렁크와 글러브함이 잠기고
Valet Mode On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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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추가 기능
발렛 모드 취소하기
발렛 모드를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차에 타고 화면을 터치합니다.
2. 마스터 PIN이나 임시 PIN(사용했을 경우)을 입력
하고 OK를 터치합니다.
홈 화면이 나타나 입력한 PIN이 수락되어 발렛 모
드가 취소되었음을 알려줍니다.
�

트렁크와 글러브함이 이전 보안 상태로 돌아갑
니다.

�

터치스크린이 켜집니다.

참고 : 마스터 PIN을 잊었을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로 가야 발렛 모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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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 설정
일반 설정

�

Connectivity(연결성)

터치스크린 설정 화면에서는 일반 시스템 세팅을

�

Cameras(카메라)

�

InControl Apps(인컨트롤 앱)

�

Live(라이브)

�

Voice(음성)

�

Bluetooth(블루투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화면에서나 Settings 아이콘을 터치하고 All
Settings와 General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General Settings 메뉴는 다음 항목으로 나뉩니다.
�

Time and Date(시간과 일자)

�

Display(화면)

�

Screensaver(화면 보호기)

�

Master PIN(마스터 PIN)

원하는 항목의 세팅 목록을 불러오려면 해당 항목
을 터치합니다.
참고 : 차량 규격에 따라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
다.

참고 : 기본 마스터 PIN은 1926입니다. 기본 마
스터 PIN은 신속히 사용자 자신의 PIN으로 바꾸
십시오.
�

Legal information(법률 정보)

�

데이터 수집(설정했을 경우에 한함)

원하는 항목의 세팅 목록을 불러오려면 해당 항목
을 터치합니다.

시스템 설정
아무 화면에서나 Settings 아이콘을 터치하고 All
Settings와 Features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Features 설정 메뉴는 다음 항목으로 나뉩니다.
�

Home(홈)

�

Navigation(내비게이션)

�

Media(미디어)

�

Phone(전화)

�

Climate(온도조절 시스템)

�

Rear Media(뒷좌석 미디어)

�

Seats(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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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미디어 컨트롤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사운드를 높은 볼륨(85데시벨 이상)으
로 오래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
니다.
1. 켜기/끄기/볼륨
�

시스템을 켜고 끄려면 누릅니다.
참고 : 미디어 시스템은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도 작동하고 꺼져 있을 때도 작동하지
만 시동 스위치를 켜 놓고 작동시키다가 시동
스위치를 끄면 함께 꺼집니다.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버튼을 눌러 시스템을 켜십시
오.

�

볼륨(터치스크린에 표시됨)을 조절하려면 돌
립니다.
참고 : CD가 플레이될 때 볼륨을 0으로 돌리
면 플레이가 멈춥니다. 볼륨을 살리면 플레이
가 재개됩니다.

2. CD/DVD 배출 버튼
3. 미디어 소스 옵션
4.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Audio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133페이지의 오디오 설정을 참조하십
시오.
5. 미디어 화면으로 바로 가려면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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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6. CD/DVD 탑재 슬롯 : 플레이어에는 한 번에 한
장의 디스크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탑재 슬롯에 삽
입하면 플레이어 스스로 탑재 절차를 완료합니
다.
7. DUAL VIEW를 선택하거나 Audio Settings 메뉴
를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155페이지의 듀얼 뷰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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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터치스크린으로 뒷좌석 미디어 제어하기

미디어 화면에서 Rear Media를 터치하여 REAR
MEDIA 제어 화면을 선택합니다.

6. 실내

오디오 아이콘 : 실내 스피커를 통해 선택
한 미디어를 들으려면 터치합니다.

1. 뒷좌석 미디어 소스 : 미디어 화면을 터치한 후

7. 앞으로 빨리가기 또는 건너뛰기 : 선택한 스크린

Source를 터치하고 SELECT REAR SOURCE

에서 앞으로 빨리 가거나 건너 뛰려면 터치합니

화면에서 원하는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다.

2. 전원 아이콘 : 좌측 뒷좌석 스크린을 켜고 끄려
면 터치합니다.
3. 전원 아이콘 : 우측 뒷좌석 스크린을 켜고 끄려
면 터치합니다.
4. 설정 아이콘 :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Rear
Media Settings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5. 리모컨 차단 아이콘 : 뒷좌석 리모컨을 잠그거나

8. 일시정지/플레이 : 선택한 스크린에서 소스를 플
레이하거나 일시 정지시키려면 터치합니다(선택
한 소스에 적용될 경우).
9. 뒤로 빨리가기 또는 건너뛰기 : 선택한 스크린에
서 뒤로 빨리 가거나 건너 뛰려면 터치합니다.
참고 : 터치스크린에 REAR MEDIA 제어 화면이
나타나면 뒷좌석 리모컨의 작동이 차단됩니다.

해제하려면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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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스티어링휠의 오디오 컨트롤

5. 아래로 찾기
다음을 위해서는 짧게 누릅니다.
�

이전 즐겨찾기 방송국을 선택한다.

�

현재 미디어 소스(CD, MP3 등)에서 이전 트
랙을 선택하거나 현재 트랙의 처음으로 간다.

�

전화 모드에서 통화 목록이나 연락처 목록을
아래로 검색한다.

�

채널 목록에서 이전 TV 채널을 선택하거나
이전 비디오/DVD 챕터를 선택한다.

다음을 위해서는 길게 누릅니다.

1. MODE : 짧게 반복해서 누르면 가용 미디어 소
스가 순서대로 선택됩니다.
2. 미디어 소스에 관계 없이 볼륨을 높이려면 누릅

니다.
4. 위로 찾기
다음을 위해서는 짧게 누릅니다.

아래로 다음 방송국을 찾는다.

�

현재의 트랙, 비디오, 챕터에서 뒤로 빨리 간
다.

니다.
3. 미디어 소스에 관계 없이 볼륨을 낮추려면 누릅

�

오디오 설정
오디오 설정 메뉴를 열려면 아무 화면에서나 설
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Audio Settings를 선택합니다.

�

다음 즐겨찾기 방송국을 선택한다.

사운드 설정하기

�

현재 미디어 소스(CD, MP3 등)에서 다음 트

�

�

�

저음역, 고음역, 서브우퍼를 조절하려면 +나 -

랙을 선택한다.

를 터치합니다. 슬라이더 바를 터치하고 원하는

전화 모드에서 통화 목록이나 연락처 목록을

위치로 끌거나 슬라이더 바에서 원하는 위치를

위로 검색한다.

터치했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 목록에서 다음 TV 채널을 선택하거나

밸런스(좌우 사운드)와 페이드(전후 사운드)

다음 비디오/DVD 챕터를 선택한다.

조절하기

다음을 위해서는 길게 누릅니다.
�

위로 다음 방송국을 찾는다.

�

현재의 트랙, 비디오, 챕터에서 앞으로 빨리
간다.

전방
좌측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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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후방

녹음형 DVD(DVD-R 또는 DVD+R)는
정상적으로 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홈 포인트

이중 포맷 디스크나 양면 디스크(예 :
사운드 초점

DVD Plus 디스크, CD-DVD 포맷 디스
크)는 일반 디스크보다 두꺼워 플레이

사운드 초점을 옮길 때는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사운

가 되지 않을 수 있고 플레이어에 걸릴

드 초점을 끌어 원하는 위치로 옮기거나 차량 그림에

수도 있습니다.

서 원하는 부분을 터치했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서라운드 사운드 설정하기
�

Meridian Surround나 Meridian Reference를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 Surround 사운드를 선
택하려면 Meridian, Dolby Pro Logic IIx, DTS
Neo:6를 선택합니다. Surround 사운드를 취소
하려면 Stereo를 선택합니다.

참고 :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오디오 소스에는 서라운드 사운드 옵션이 제공되
지 않습니다.

CD 클리닝 키트는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고품질의 12cm 원형 CD만 사용하십시오.
플레이어에는 한 번에 한 장의 디스크(CD 또는
DVD)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CD를 탑재하면 리핑 미디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Media Settings를
선택합니다.

대화 보조 시스템
대화 보조 시스템은 차내 오디오 시스템과 전후방

디스크 탑재하기

마이크를 사용하여 탑승자 사이의 대화를 보조합니

디스크 슬롯에 CD/DVD 이외의 물건(동

다.

전, 티켓, 카드 등)을 삽입하면 플레이어

VOLUME SETTINGS 화면에 대화 보조 시스템용

에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플레이어가 영

컨트롤이 있습니다.

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All Settings를 선택

디스크를 슬롯에 강제로 삽입하지 마십

하고 Features를 선택한 다음 Media와 Volume

시오.

Settings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129페이지의 시

기형 디스크, 긁힘 방지막이 있는 디스

스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크, 접착형 라벨이 붙은 디스크는 사용

대화 보조 시스템에는 다음 세 가지 컨트롤이 사용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미니 CD는 어댑터가 있더라도 사용하

1. Off : 시스템을 끄려면 터치합니다.

지 마십시오.

2. Normal : 정상 볼륨을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녹음형 CD(CD-R)와 다시쓰기형 CD

3. High : 높은 볼륨을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CD-RW)는 정상적으로 플레이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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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시스템을 켜면 앞좌석 탑승자의 음성이 후방 스피

사용자는 Gracenote 데이터, Gracenote 소프트웨

커로 재생되고 뒷좌석 탑승자의 음성이 전방 스피

어, Gracenote 서버를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인 용

커로 재생됩니다. 차가 정지하면 시스템이 꺼지고,

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Gracenote 데이

차량 속도가 높아지고 배경음이 많아지면 시스템의

터나 Gracenote 소프트웨어를 제삼자에게 양도, 복

성능이 높아집니다.

사, 전달, 전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본 약관에

참고 : 차가 정지해 있을 때, 전화를 사용할 때, 스
피커 볼륨이 클 때(음악을 큰 볼륨으로 들을 때 등)
는 시스템이 꺼집니다.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Gracenote 데

GRACENOTE 최종 사용자 약관
Gracenote 사용 조건

이터, Gracenote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이 들 조 건 을 위 반 하 면 G ra c e n o t e 데 이 터 ,
Gracenote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를 비독점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취소됩니다. 라
이선스가 취소되면 Gracenote 데이터, Gracenote

본 장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머빌에 소재하는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중

Gracenote, Inc.(이하‘Gracenote’라 함)의 소프트

단해야 합니다. Gracenote는 Gracenote 데이터,

웨어가 들어 있습니다. 본 장비는 Gracenote의 소

Gracenote 소프트웨어, Gracenote 서버에 대한 모

프트웨어(이하‘Gracenote 소프트웨어’라 함)를 통

든 권리(소유권 포함)를 갖습니다. Gracenote는 어

해 디스크와 음악 파일을 식별하고 온라인 서버나

떤 상황에서도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가를

내장 데이터베이스(이하 함께‘Gracenote 서버’라

지불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Gracenote

함)에서 이름, 음악가, 트랙, 제목 정보 등의 음악 관

가 사용자를 상대로 본 약관에 규정된 자사의 권리

련 정보(이하‘Gracenote 데이터’라 함)를 수집하

를 직접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 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장비의 최종 사용자 기능을 통해서만 Gracenote 데
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racenote 서비스는 통계 목적으로 조회를 추적하
기 위해 고유의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숫자로 된 식
별자를 임의로 할당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본 장비에 Gracenote의 콘텐츠 제공업체가 소유

모르는 상태로 조회를 집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하는 콘텐츠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한 것은 웹사이트의‘Gracenote 서비스를 위한

Gracenote 데이터와 관련된 위의 모든 제한 사항이

Gracenote 프라이버시 정책’페이지를 참조하십시

해당 콘텐츠에도 적용되며 해당 콘텐츠 제공업체는

오.

Gracenote가 받는 위의 모든 혜택과 보호를 그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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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Gracenote 소프트웨어와 Gracenote 데이터

라이선스

는 현재의 상태로(AS IS) 사용자에게 제공됩니
다. Gracenote는 Gracenote 서버에서 제공되는
Gracenote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나 묵시적으로 어떤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Gracenote는 자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가 있을 경우 Gracenote 서버에서 데이터를 삭제
하거나 데이터의 범주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Gracenote는 Gracenote 소프트웨어나 Gracenote
서버에 오류가 없음이나 Gracenote 소프트웨어나
Gracenote 서버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음을 보증하
지 않습니다. Gracenote는 자사가 미래에 새로 제
공하는 고급 데이터 형식/범주나 추가 데이터 형
식/범주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지 않으며
아무 때나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를 갖습니다.
Gracenote는 상품성, 특정 목적 부합성, 소유권, 권
리 불침해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어떤 명
시적 보증이나 묵시적 보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Gracenote는 사용자가 Gracenote 소프트웨어나
Gracenote 서버를 사용하여 얻는 결과를 보증하지

본 제품은 Dolby Laboratories의 라이선스를 받아

않습니다. Gracenote는 어떤 경우에도 결과적 피

제작되었습니다.

해, 부수적 피해, 이익 손실, 수입 손실에 책임을 지

Dolby, Pro Logic, 이중 D 심벌은 Dolby

지 않습니다.

Laboratories의 등록 상표입니다.

© 2013 Gracenote, Inc. 전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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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본 제품은 획득된 미국 특허(5,451,942;

음악/비디오 인식 기술과 관련 데이터는 Gracenote

5,956,674; 5,974,380; 5,978,762; 6,487,535;

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Gracenote는 음악 인식 기

7,003,467)와 출원중인 미국 특허 및 타국 특허의

술과 관련 콘텐츠 전달의 산업 표준입니다. 자세한

라이선스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DTS, 부속 심벌,

정보가 필요하면 www.gracenote.com을 방문하십

Neo:6는 DTS, Inc.의 등록 상표이고 DTS Digital

시오.

Surround와 DTS 로고는 DTS, Inc.의 일반 상표입
니다. 제품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 DTS,
Inc. 전권 보유

Gracenote, Inc.가 공급하는 CD, DVD, Blu-ray
Disc, 음악/비디오 관련 데이터의 저작권은 2000
년에서 현재까지 Gracenote, Inc.에 있습니다.
Gracenote Software의 저작권은 2000년에서 현재
까지 Gracenote, Inc.에 있습니다. 본 제품/서비스
에는 Gracenote, Inc.가 소유하는 특허가 적용됩니
다. 어떤 특허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려면 Gracenot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Gracenote, CDDB,
MusicID, MediaVOCS, Gracenote 로고/로고타이
프, Powered by Gracenote 로고는 Gracenote,
Inc.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등록
상표이거나 일반 상표입니다.

본 제품은 획득된 미국 특허(5,451,942;
5,956,674; 5,974,380; 5,978,762; 6,487,535)와
출원중인 미국 특허 및 타국 특허의 라이선스를 받
아 제작되었습니다. DTS, 부속 심벌, Neo:6는 DTS,
Inc.의 등록 상표이고 DTS 2.0+ Digital Out과 DTS
로고는 DTS, Inc.의 일반 상표입니다. 제품에는 소
프트웨어가 포함됩니다. © DTS, Inc. 전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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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M 라디오
AM/FM 라디오 컨트롤

라디오는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3. Favourites : 즐겨찾는 AM 방송국, FM 방송국,
DAB 방송국의 목록을 보려면 터치합니다. 목록

사운드를 높은 볼륨(85데시벨 이상)으
로 오래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
니다.
1. Rear Media : 뒷좌석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선
택합니다.
2. Find : 원하는 방송국, 주파수, 장르를 찾는 옵션
을 보려면 터치합니다.
�

방송국의 주파수나 명칭을 터치합니다.
목록에 나오는 방송국의 순서를 바꾸려면 편집
아이콘을 터치하고 순서를 바꿀 방송국을 원하
는 위치로 드래그한 후 OK를 터치합니다.
4. Band : 라디오 주차수대(AM, FM, DAB)를 보
고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선택한 주파수대에
서 마지막 나오던 방송국에 라디오가 맞추어집

송국 목록을 보려면 방송국 목록 아이콘을 터

니다.

FREQUENCY INPUT : 키보드를 보려면 주파
수 입력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원하는 주파수
를 입력하고 OK를 터치하십시오.

�

니다. 원하는 방송국을 선택하여 들으려면 해당

STATION LIST : 선택한 주파수대의 가용 방
치합니다.

�

에서 특정 방송국을 삭제하려면 별표를 터치합

5. Source : 모든 미디어 소스를 보려면 터치합니
다.
6. 아래로 찾기
�

아래로 다음 라디오 방송국을 찾으려면 터치

GENRE : 가용 장르 목록을 보려면 장르 아이

스크린을 터치하거나 좌에서 우로 스와이프

콘을 터치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장르를 선

합니다.

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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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FM 라디오
�

터치하고 있으면 연속 찾기 모드가 됩니다.

7. 현재의 방송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RDS)
라디오에 RDS가 내장되어 있어 FM 신호와 함께 특

주파수 입력 키보드를 보려면 채널명이나 채널

정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번호의 아무 곳이나 터치합니다. 원하는 주파수

참고 : 모든 FM 방송국이 RDS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를 입력하고 OK를 터치하십시오.
참고 : 주파수 입력 키보드는 현지에서 유효한
주파수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8. 방송국에서 보내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추가 정
보(있을 경우)를 보려면 터치합니다. 추가 정보
보기를 끝내려면 다시 터치합니다.
9. 위로 찾기
�

위로 다음 라디오 방송국을 찾으려면 터치스
크린을 터치하거나 우에서 좌로 스와이프합

RDS 세팅을 보거나 바꾸려면 SETTINGS 팝업 메
뉴에서 AM/FM Settings를 선택합니다.
�

RDS : ON이나 OFF를 선택합니다.

�

Traffic Alerts(TA) : 현지 교통 정보를 제공합니
다.

�

News : 뉴스를 제공합니다.

�

Station list order : 명칭 순서나 주파수 순서로
방송국 목록을 제공합니다.

니다.
�

터치하고 있으면 연속 찾기 모드가 됩니다.

�

송국의 강한 AF(대체 주파수)에 자동으로 맞추어

10. 즐겨찾기 목록에 항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

지게 하려면 선택합니다. 본 기능은 장거리를 운

면 즐겨찾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현재의 방송

전하면서 같은 방송국의 서로 다른 송신기 영역

국이 즐겨찾기 방송국이면 즐겨찾기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됩니다.
11. 추가 정보(있을 경우)를 보려면 터치합니다. 추
가 정보 보기를 끝내려면 다시 터치합니다.
12.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AM/FM Settings
를 선택하고 RDS, Traffic(교통), News(뉴스),
Station list order(방송국 목록 순서), AF, REG

Alternative Frequency(AF) : 라디오가 현재 방

을 지날 때 특히 유용합니다.
�

Regionalisation : ON를 선택하면 AF가 콘텐츠
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은 지역 서비스로 전환
됩니다.
OFF를 선택하면 AF가 콘텐츠가 같은 대체 서비
스로 전환됩니다.

를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터치합니다. 139페
이지의 라디오 데이터 시스템(RDS)을 참조하
십시오.
참고 : 라디오가 2채널식으로 되어 있어 탑승자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송국을 동시에 들을 수 있
습니다(지역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참고 : 실내에서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차에 전
자 장비를 연결하거나 차와 가까운 곳에서 전자 장
비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성능(라디오 수신 등)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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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라디오
DAB 라디오 컨트롤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

SEARCH : 키보드로 방송국을 검색하려면 터
치합니다. 원하는 방송국을 입력하고 OK를

사운드를 높은 볼륨(85데시벨 이상)으
로 오래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
니다.
1. Rear Media : 뒷좌석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터
치합니다.
2. Find : 방송국을 찾는 옵션을 보려면 터치합니
다.
�

3. Favourites : 즐겨찾는 AM 방송국, FM 방송국,
DAB 방송국의 목록을 보려면 터치합니다. 즐겨
찾기 목록에 방송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즐겨찾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원하는 방송국
을 선택하여 들으려면 해당 방송국의 주파수나
명칭을 터치합니다.
목록에 나오는 방송국의 순서를 바꾸려면 편집

DAB STATION LIST : 가청 방송국 목록을 보

아이콘을 터치하고 원하는 방송국을 드래그하여

려면 터치합니다. 목록에는 알파벳 순서가 사

순서를 바꾼 후 OK를 터치합니다.

용됩니다.

�

선택하십시오.

4. Band : 주파수대(AM, FM, DAB)를 보고 원하

목록을 스크롤하려면 상향 화살표나 하향 화

는 주파수대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선택한

살표를 선택합니다.

주파수대에서 마지막 나오던 방송국에 라디오가

DAB GENRE : 가용 장르 목록을 보려면 터

맞추어집니다.

치합니다. 방송국이 Pop Music(팝음악),
Travel(여행) 등의 범주로 나뉩니다.

5. Source : 모든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터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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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라디오
6. 아래로 찾기
�

이전 방송국을 선택하려면 화면을 터치하거나
좌에서 우로 스와이프합니다.

DAB 라디오 설정
DAB Settings 화면을 사용합니다.
�

Link to FM Stations(FM 방송국 링크) : DAB

7. 방송국 정보 : DAB 정보를 보려면 터치합니다.

Settings 화면에서 켤 수 있습니다. 한 방송국의

8. DAB 방송국 표시 : 현재의 방송국이 표시됩니

DAB 신호가 약해지면 본 기능이 작동합니다. 미
디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방송국의 FM 버전

다.

으로 전환됩니다(FM 버전이 있을 경우).

9. 위로 찾기
�

다음 방송국을 선택하려면 화면을 터치하거나

�

Frequency Band를 선택합니다. 가용 포맷은

우에서 좌로 스와이프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0. 즐겨찾기 아이콘 : 방송국 즐겨찾기 목록에 방
송국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터치합니다. 현
재의 방송국을 즐겨찾기 방송국으로 설정하면
해당 방송국이 하이라이트됩니다.
11. 음악가 또는 방송국 이미지 : 추가 정보를 보려
면 터치합니다. 취소하려면 다시 터치합니다.
참고 : 추가 정보가 없으면 일반 이미지가 표
시됩니다.

12. 설정 아이콘 : 터치하여 SETTINGS 팝업 메뉴
를 열고 DAB Settings를 선택합니다. Link to

디지털 대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

�

Band 3

�

Band L

�

Band 3 & Band L

�

Band 3 China

�

Band 3 China & Band L

목록에서 Announcements(교통, 뉴스 등)를 선
택합니다. 현재의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선택한
방송이 나옵니다.

FM Stations(FM 방송국 링크) 기능, Frequency
Band(주파수대) 기능, Announcements(방송)
기능을 관리하려면 해당 기능을 터치합니다.
141페이지의 DAB 라디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라디오가 2채널식으로 되어 있어 탑승자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송국을 동시에 들을 수 있
습니다(지역에 따라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
참고 : 실내에서 전자 장비를 사용하거나 차에 전
자 장비를 연결하거나 차와 가까운 곳에서 전자 장
비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성능(라디오 수신 등)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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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휴대용 미디어 장비 연결
소품함에 위치한 미디어 허브에 휴대용 미디어 장
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뒷승객은 센터 콘솔 뒷면
에 휴대용 미디어 장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 위치한 CD/DVD 드라이브에는 광 디스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휴대용 미디어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USB 대용량 저장장비(예 : 메모리 스틱) : 파일
포맷이 FAT이나 FAT32여야 합니다.
참고 : 외장 하드 드라이브는 차에 오래 두는 것
이 권장되지 않습니다(수명이 단축됨).

플레이 품질을 높이려면 USB의 미디어 파일에 비
손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손
실 압축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압축 파일에 최
소 192kb/s의 비트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
다(높은 비트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됨).
참고 : iPod는 Apple Inc.의 상표로서 미국을 비롯
한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 일부 MP3 플레이어는 시스템이 지원하지
않는 자체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려면 MP3 플레이어를 탈착형
USB 장비 모드나 대용량 저장장비 모드로 설정해
야 합니다.

�

광 미디어(앨범 CD/DVD)

블루투스 연결

�

iPod : iPad, iPod Touch, iPhone, iPod Nano,

다른 단원에 블루투스 장비를 페어링하고 연결하는

iPod Classic Gen4, Gen5, Gen6가 지원됩니다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의 미디어 플

(오래된 것은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수

레이어를 사용한 페어링과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있음). iPod Classic Gen1, Gen2, Gen3, iPod

다른 단원에 블루투스에 대한 정보가 더 나옵니다.

Shuffle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87페이지의 블루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HDMI나 MHL을 지원하는 미디어 장비

지원되는 블루투스 미디어 장비에 어떤 것이 있는지

�

iPod, 대용량 저장장비,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했을

알아 보려면 재규어 웹사이트(www.jaguar.com)를

때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해당 장비를 작동시키

방문하십시오.

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컨트롤이 CD에 사용

재규어 웹사이트에 나오는 휴대폰은 테스트를 통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규어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들입

차를 떠날 때는 iPod를 분리해 놓으십

니다. 블루투스 장비의 성능은 소프트웨어 버전이

시오. iPod를 분리해 놓지 않으면 iPod

나 배터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디어 장비의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품질은 재규어에서 보증하지 않고 해당 제조사에서

참고 : 미디어 시스템에서는 MP3, WMA, WAV,
AIFF, M4A, FLAC, AAC, AMR, LPCM, ALAC 등의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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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미디어 장비 연결하기

미디어 장비를 맞는 소켓에 연결합니다.

차내 미디어 시스템에 미디어 장비를

1. 앞좌석 HDMI/MHL 소켓

연결할 때는 미디어 장비 제조사에서

2. 앞좌석 USB 소켓

제공한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십시오. 미
디어 장비가 차내 미디어 시스템에 맞
는지 확인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연결하

3. 뒷좌석 미디어 HDMI/MHL 소켓
4. 뒷좌석 미디어 USB 소켓

고 작동시키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으

5. 뒷좌석 미디어 HDMI 소켓

면 차내 미디어 시스템이나 미디어 장

참고 : 고급 뒷좌석이 장착된 차량은 뒷좌석 미디
어 소켓이 중앙 팔걸이의 보관함에 위치합니다. 79
페이지의 보관 공간을 참조하십시오.

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 미디어 장비와 함께 제공된 케이블로 미디
어 장비를 USB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참고 : 애플 장비는 고품질 케이블을 사용해야 작
동이 원활합니다.
참고 : USB 허브를 사용하여 복수의 USB 장비를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 USB 소켓에 연결한 장비는 자동으로 충전
되지만 완전히 방전된 장비는 USB 소켓에 연결해
도 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충전에 7.5W 이상이 필요한 고성능 장비는 충전할
때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충전은 됨).
참고 : HDMI 장비는 충전되지 않습니다.
참고 : 최신 iOS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은 애플
장비는 완전히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애플 장비는 라이트닝 커넥터가 사용된 신
형 장비만 음성 명령어를 지원합니다.
참고 : Repeat(반복)나 Shuffle(랜덤)과 같은 옵션
은 현재 플레이되는 장비에만 적용되고 다음에 플
레이되는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큐
를 만들면 먼저 선택한 Repeat 옵션이나 Shuffle
옵션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참고 : 차량 규격에 따라 제공되는 소켓이 다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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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퍼스피드 USB 트라이던트 로고는 USB
Implementer Forum,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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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휴대용 미디어 컨트롤

차가 움직일 때 오디오 시스템을 조작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높은 볼륨(85데시벨 이상)으
로 오래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
니다.
130페이지의 미디어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2. Queue : 휴대용 미디어 장비에서 선택한 트랙
의 현재 큐가 열립니다(지원시). 큐에 트랙, 앨범,
음악가, 장르를 추가하려면 아무 때나 해당 품목
을 길게 터치합니다. 정보 배너에 추가 지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 현재 큐에 없는 트랙, 앨범, 음악가, 장르
를 선택하여 플레이하면 현재 큐가 지워집니다.

휴대용 미디어에는 미디어 라이브러리(내부 저장

3. Find : 음악가 아이콘, 앨범 아이콘, 곡 아이콘을

소), CD, iPod, iPad, iPhone, USB 대용량 저장장치,

선택하면 찾은 결과가 알파벳 순으로 표시됩니

HDMI/MHL 장비, 블루투스 무선 장비 같은 것이 있

다. 다른 가용 옵션(플레이목록, 장르, 가장 많이

습니다.

플레이하는 것, 비디오, 폴더 브라우즈 등)의 목

1. Rear media : 뒷좌석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선

록을 보려면 추가(More)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택합니다.

�

연결된 미디어 장비의 콘텐츠를 파일 구조대
로 보려면 Folder Brows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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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

하나의 파일을 선택하면 플레이가 시작됩니
다. 기본 폴더나 하위 폴더를 선택하면 해당
콘텐츠가 나타납니다.

�

MEDIA LIBRARY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돌아
가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4. Source : 모든 미디어 소스가 표시됩니다.
�

참고 : 콘텐츠 형식에 따라 탑재에 걸리는 시간
이 달라집니다.
참고 : CD를 선택하면 유사물 아이콘이 립 아이
콘으로 대체됩니다. CD의 리핑이 완료되면 이
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0. 반복 : 현재 트랙을 반복해서 연속 플레이하려
면 터치합니다. 반복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표시되는 미디어 소스는 차에 연결되었는지

반복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됩니다. 취소하려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터치합니다.

참고 : 연결된 미디어 장비의 음질과 볼륨은 다
양합니다.

11. 랜덤 : 현재의 음악 큐를 랜덤으로 연속 플레이

5. 현재 트랙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앨범에 들

안 랜덤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됩니다. 취소하려

어 있는 트랙의 목록을 보려면 표시된 정보를 터
치합니다. 현재 트랙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보려면
표시된 정보를 다시 터치합니다.
참고 : ID3 태그를 지원하는 미디어 장비만 정
보가 표시됩니다.

하려면 터치합니다. 랜덤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
면 다시 터치합니다.
12. 앞으로 건너뛰기/스캔하기
�

짧게 터치하면 다음 트랙으로 건너뜁니다.

�

터치한 상태로 있으면 현재 트랙이 앞으로
검색되다가 손을 떼면 플레이가 재개됩니다.

계기판에도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6. 앨범 그림 창 : 앨범 그림이 제공되지 않을 때는
장르 그림이 표시됩니다. 앨범의 트랙 목록, 큐

�

다음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터치스크린을 우
에서 좌로 스와이프합니다.

목록, 현재 트랙 정보를 보려면 터치합니다. 뒤

13. 일시정지/플레이 : 플레이를 일시 정지시키려

로 돌아가려면 다시 터치하거나 돌아가기 아이

면 터치합니다. 플레이를 재개하려면 다시 터치

콘을 누릅니다.

합니다.

참고 : 그림에는 ID3 태그 정보가 표시되어 있
습니다.

7. 대화식 시간 진도 막대 : 현재의 트랙에서 앞이

14. 뒤로 건너뛰기/스캔하기
�

짧게 터치하면 이전 트랙으로 터치합니다.

�

터치한 상태로 있으면 현재 트랙이 뒤로 검

나 뒤로 가려면 터치하거나 드래그합니다.
8. 설정 아이콘 : 차량 메모리를 관리하거나(파
일 가져오기/삭제하기) CD 립 세팅을 바꾸려
면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Media Player

색되다가 손을 떼면 플레이가 재개됩니다.
�

이전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터치스크린을 좌
에서 우로 스와이프합니다.

Settings를 선택합니다.
9. 유사물(More like this) 아이콘 : 유사한 트랙에
근거한 스마트 플레이목록을 생성하려면 선택합
니다. 현재의 트랙에 근거한 목록을 새로 생성하
려면 아무 때나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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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장비 플레이하기
시스템에 USB 대용량 저장장비나 지원되는 애플
장비를 연결했을 때는 터치스크린에서 플레이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장비를 연결했을 때도 터치스크린에서 플

3. BLUETOOTH SETTINGS 화면이 열리면 Pair
New Device를 선택합니다.
4.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이 페어링 화면에 찾기 가
능(discoverable) 상태로 있습니다.
5. 미디어 장비로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을 찾습니

레이를 제어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일부 컨트롤을 사

다.

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미디어 장비에서는 블루투스 장비가 새로

HDMI/MHL 소켓에 미디어 장비를 연결했을 때는
해당 장비에서 플레이를 제어해야 합니다.
차가 움직일 때 USB 링크로 하드 디스
크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는 차

페어링된 장비(new paired device)로 표시됩니
다. 미디어 장비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을 찾을 때 이에 사용되는
명칭은 Jaguar XJ입니다.
6.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이 찾아지면 화면의 안내

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손

를 따릅니다.

상될 수 있음).

시스템의 요청에 따라 Yes를 선택하여 페어링을
확인합니다. 일부 미디어 장비는 이로써 페어링

복수의 미디어 장비 연결하기

이 완료됩니다.

휴대용 미디어 인터페이스에 복수의 장비를 연결하

일부 미디어 장비를 페어링할 때는 시스템에

고 터치스크린에서 iPod, USB, 블루투스, HDMI/

PIN(개인 식별 번호)이 표시됩니다. 시스템의 요

HML을 터치하여 플레이할 장비를 선택할 수 있습

청에 따라 미디어 장비에 해당 PIN을 입력하거

니다.

나, Yes를 선택하여 해당 PIN이 차량 PIN과 일치

나중에 연결한 장비를 플레이하다가 처음 연결한

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장비로 돌아가면 직전에 멈춘 위치에서 플레이가

7. 미디어 장비가 시스템과 페어링되고 연결되면

재개됩니다(USB와 iPod에 한함).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돌아가기 아이콘을

143페이지의 미디어 장비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

선택하거나 이전 미디어로 돌아가 Source를 선

오.

택하십시오.
8. 표시된 미디어 옵션에서 사용자의 미디어 장비

미디어 장비를 사용한 페어링과 연결
참고 : 미디어 장비를 사용하여 차에 해당 장비를
페어링/연결하는 과정은 해당 장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시동 스위치와 터치스크린을 켭니다.
2. 미디어 화면에 나오는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를 선택합니다.
참고 : 무선으로 연결된 애플 장비를 통해 미디어
를 플레이할 때 해당 애플 장비를 USB 포트에 연
결하면 무선 연결이 끊어집니다. 해당 애플 장비를
무선으로 다시 연결하려면 이를 USB 포트에서 분
리하고 BLUETOOTH SETTINGS 화면에서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All Settings를 선택한 후 Features와 Bluetooth
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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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참고 : 미디어가 많이 들어 있는 애플 장비는 페어
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페어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애플 장비의 미디어 플레이어로 플레이
를 제어할 수 있고 음성 명령어로는 플레이를 제어
할 수 없습니다.

페어링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의 페어링 해제

참고 : 애플 장비가 페어링된 다음에는 이를 미디
어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음성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 장비가 페어링된 후
이의 트랙 목록을 업데이트했을 때는 해당 애플 장
비를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 애플 장비를 다시
페어링하는 동안에는 해당 애플 장비의 음성 명령
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BLUETOOTH SETTINGS 화면이 열리면 Forget

1.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All Settings를 선택
한 후 Features와 Bluetooth를 순서대로 선택합
니다.
All Devices를 선택합니다.

미디어 가져오기/리핑하기
내비게이션 데이터, 음성 데이터, 메타 데이터의 데
이터베이스로 사용되는 차내 저장소는 다음 방법으

블루투스 무선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87페이

로 미디어를 저장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의 블루투스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미디어 장비 바꾸기와 분리하기

USB 메모리 장비에서 미디어 가져오기(MEDIA
PLAYER SETTINGS 화면 사용)

�

CD에서 미디어 리핑하기

페어링된 블루투스 장비의 연결과 분리
1.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고 SETTINGS 팝업 메
뉴에서 All Settings를 선택한 후 Features와
Bluetooth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2. BLUETOOTH SETTINGS 화면이 열리면 Paired
Devices를 선택합니다.
3. 페어링된 장비의 목록이 나오면 Connect나
Disconnect를 선택합니다.
페어링된 블루투스 장비의 페어링 해제
1.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All Settings를 선택
한 후 Features와 Bluetooth를 순서대로 선택합
니다.
2. BLUETOOTH SETTINGS 화면이 열리면 Paired
Devices를 선택합니다.
3. 페어링된 장비의 목록이 나오면 원하는 장비의
명칭을 선택하고 Forget Devic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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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비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컨트롤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사운드를 높은 볼륨(85데시벨 이상)으
로 오래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
니다.
참고 : 시스템에서는 MPEG1, MPEG2, WMV9,
VC-1, H.264, H.263, MPEG4 ASP, RAW, VP6,
VP8 등의 파일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플레이 품질을 높이려면 1,080p 이상의 해
상도를 갖는 비디오 파일을 플레이하는 것이 권장
됩니다.
참고 : 비디오의 플레이 품질에는 USB 3 메모리
장비의 속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Rear Media : 뒷좌석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선
택합니다.
2. Queue : 장비에서 선택한 현재의 비디오 큐를
엽니다.

3. Find : 비디오 목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비디오
를 선택하려면 추가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비디
오는 알파벳 순서로 표시됩니다.
4. Source : 모든 미디어 소스를 보려면 터치합니
다.
참고 : 미디어 소스(예 : DVD, USB 3 메모리
장비)는 슬롯에 삽입되거나 시스템에 연결된 것
만 표시됩니다.

5. 전체 화면 모드를 선택하려면 화면을 터치하거
나 미리보기 화면이 닫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무 때나 컨트롤을 보려면 화면을 다시 터치합
니다.
6. 대화식 시간 진도 막대 : 현재의 비디오 트랙에
서 앞이나 뒤로 가려면 터치하거나 드래그합니
다.
7.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Media Player Settings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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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미디어
8. 줌 : 2개의 옵션 사이에서 줌인/줌아웃하려면 선
택합니다.
9. 반복 : 현재의 비디오를 반복해서 플레이하려면
터치합니다. 반복 플레이가 진행되는 동안 반복

차가 움직일 때의 비디오 미디어 사용
제한
차가 움직일 때는 터치스크린에 비디오 영상이 나
오지 않고 안전 관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됩니다. 취소하려면 다시
터치합니다.
10. 랜덤 : 현재의 비디오 큐를 랜덤으로 연속 플레
이하려면 터치합니다. 랜덤 플레이가 진행되는

전체 화면 모드
전체 화면 모드에서는 찾기 컨트롤이 미리보기 모
드에서와 같이 작동합니다.

동안 랜덤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됩니다. 취소하
려면 다시 터치합니다.
11. 앞으로 건너뛰기/스캔하기
�

짧게 터치하면 다음 비디오 트랙으로 건너
뜁니다.

�

터치한 상태로 있으면 현재의 비디오 트랙
이 앞으로 검색되다가 손을 떼면 플레이가
재개됩니다.

�

다음 비디오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터치스크
린을 우에서 좌로 스와이프합니다.

12. 일시정지/플레이 : 플레이를 일시 정지시키려
면 터치합니다. 플레이를 재개하려면 다시 터치
합니다. 또 다시 터치하면 플레이가 완전히 정
지되고 비디오가 리셋됩니다.
13. 뒤로 건너뛰기/스캔하기
�

이전 비디오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짧게 터
치합니다.

�

터치한 상태로 있으면 현재의 비디오 트랙
이 뒤로 검색되다가 손을 떼면 플레이가 재
개됩니다.

�

이전 비디오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터치스크
린을 좌에서 우로 스와이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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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텔레비전 컨트롤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사운드를 높은 볼륨(85데시벨 이상)으
로 오래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
니다.

3. Find : TV 채널/프로그램 찾기 옵션을 보려면
터치합니다.
�

터치합니다. 목록을 검색하려면 상향/하향 화
살표를 선택하거나 터치스크린을 위나 아래
로 스와이프합니다.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참고 : TV 기능이 모든 나라에서 항상 제공되는 것
은 아닙니다.

1. Rear Media : 뒷좌석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선
택합니다.
2. Options : 각종 TV 옵션을 보려면 터치합니다.
�

16:9/4:3에서 화면에 맞게 줌인하려면 줌 아
이콘을 터치합니다. 줌아웃하려면 다시 터치
합니다.

�

현재 방송의 대체 오디오 트랙을 선택하려면

CHANNEL LIST : 가용 채널 목록을 보려면

이를 보려면 해당 채널 명칭을 터치합니다.
�

WHAT'S ON :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EPG)를
보려면 터치합니다.
프로그램 리마인더 설정하기 : 현재 방송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요약 페이지를 불
러온 후 Set Reminder를 선택합니다. 프로그
램 리마인더가 설정되면 EPG에 아이콘이 표
시됩니다. 한 번에 총 4개의 프로그램 리마인
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

현재 방송의 대체 비디오 피드를 선택하려면
비디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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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현재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보려면 해당 프로
그램을 선택하여 요약 페이지를 불러온 후
View Now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프로그램이
전체 화면으로 나옵니다.
참고 : TV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가용 채널을 확
인합니다. 채널 목록에 있지만 볼 수 없는 채널
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서로 다른 송신기 영역
을 지날 때 등).

4. Favourites : 즐겨찾기 방송국의 목록을 보려면

12. 현재의 TV 프로그램과 다음 TV 프로그램이 표
시됩니다.
13. 이전 TV 프로그램을 브라우즈하려면 터치합니
다. 브라우즈한 채널을 선택하려면 프로그램 배
너를 터치합니다.
오디오 유닛과 스티어링휠의 오디오/비디오 컨트롤
을 사용하는 방법은 130페이지의 미디어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터치합니다. 목록에 나오는 방송국의 순서를 바
꾸려면 화면 하단의 편집 아이콘을 터치하고 순
서를 바꿀 방송국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한 후
OK를 누릅니다.
5. Source : 라디오 옵션과 미디어 옵션을 모두 보
려면 터치합니다.
6. 아래로 찾기 : TV 채널 목록의 이전 채널을 보려
면 이를 터치하거나 터치스크린을 좌에서 우로
스와이프합니다.
7. 현지의 채널/프로그램 명칭이 표시됩니다.
8. 위로 찾기 : TV 채널 목록의 다음 채널을 보려면
이를 터치하거나 터치스크린을 우에서 좌로 스
와이프합니다.
9.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제거하려면 터치합니다.
10. 다음 TV 프로그램을 브라우즈하려면 터치합니
다. 브라우즈한 채널을 선택하려면 프로그램 배
너를 터치합니다.
11.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TV Settings를 선택
하고 Traffic Alerts(교통 정보)(TA), News(뉴스),
Parental Lock(보호자 잠그기), BCAS Serial
Number(BCAS 일련 번호), Channel Lock(채
널 잠그기), Genre Lock(장르 잠그기), Rating
Lock(등급 잠그기)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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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컨트롤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

사운드를 높은 볼륨(85데시벨 이상)으
로 오래 들으면 청력이 나빠질 수 있습
니다.

참고 : 전체 화면 모드에서 화면을 터치해도
DVD 메뉴가 선택됩니다.

1. Rear Media : 뒷좌석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선
택합니다.
2. Options(옵션) Zoom In/Out 옵션, Audio 옵션,
Angle 옵션, Subtitle 옵션을 사용하려면 터치합
니다.
참고 : 슬롯에 삽입한 DVD에 따라 화면에 표시
되는 옵션이 달라집니다.

3. DVD Menu : DVD 메뉴를 보려면 터치합니다.
�

Top menu : DVD가 지원해야 표시됩니다.

�

Resume : 플레이를 재개하려면 터치합니다.

메뉴 검색 키 : 메뉴를 상하로 이동시키려면
터치합니다.

4. Source : 모든 미디어 옵션을 보려면 터치합니
다.
5. DVD 정보 : 전체 화면 모드를 선택하려면 터치
합니다.
아무 때나 컨트롤을 보려면 화면을 다시 터치합
니다. 이전/다음 챕터를 찾으려면 터치스크린을
스와이프합니다.
6. 대화식 시간 진도 막대 : 현재의 DVD에서 앞이
나 뒤로 가려면 터치하거나 드래그합니다.
7.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DVD Settings를 선
택하고 Traffic이나 News를 선택하거나 취소하
려면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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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플레이어
8. 위로 찾기 : 다음 DVD 챕터를 보려면 짧게 터치
하고 앞으로 빨리 가려면 터치하고 있습니다.
9. 일시정지/플레이 : 플레이를 일시 정지시키려면
터치합니다. 플레이를 재개하려면 다시 터치합
니다.
10. 아래로 찾기 : 이전 DVD 챕터를 보려면 짧게
터치하고 뒤로 빨리 가려면 터치하고 있습니다.
CD/DVD 탑재 슬롯과 배출 버튼에 대한 정보와, 미
디어 시스템과 스티어링휠의 미디어 컨트롤을 사용
하는 방법은 130페이지의 미디어 컨트롤, 133페이
지의 스티어링휠의 오디오 컨트롤, 134페이지의 디
스크 탑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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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뷰
듀얼 뷰 컨트롤

1. 돌아가기 아이콘 : 앞승객으로 하여금 미디어를

6. 앞승객이 운전자와 같은 화면(예 : 내비게이션

전체 화면 모드로 보게 하고 운전자를 자신의 이

화면)을 보면서 듀얼 뷰 소스(예 : 미디어 플레이

전 화면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터치합니다.

어)를 들으려면 터치합니다.

2. 듀얼 뷰 모드를 켜면 정보 배너가 잠시 표시됩니
다.
3. 화면이 앞승객을 위해 작동하고 있음을 가리킵
니다.
4. 차가 움직일 때는 운전자가 움직이는 이미지를

참고 : 10초 이상 듀얼 뷰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
으면 듀얼 뷰 컨트롤이 사라지고 화면이 전체 화면
모드로 바뀝니다. 듀얼 뷰 컨트롤을 다시 보려면
듀얼 뷰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듀얼 뷰

볼 수 없고 화면에 안전 관련 메시지가 나타납니

듀얼 뷰 기능을 사용하면 앞승객이 운전자와 다른

다.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예 : 운전자가 내비게

참고 : 차가 정지하면 운전자가 움직이는 이미
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션을 사용할 때 앞승객이 미디어를 보거나 들음).

5. 듀얼 뷰 모드를 끄려면 터치합니다.
참고 : 듀얼 뷰 버튼을 길게 눌러도 듀얼 뷰 모
드가 꺼집니다.

1. 현재의 화면(예 :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듀얼 뷰
버튼(터치스크린 밑에 위치)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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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뷰
2. SELECT SOURCE 화면이 열리면 원하는 미디
어 소스(예 :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하
단에 해당 미디어 소스가 듀얼 뷰 컨트롤과 함께
표시됩니다.
3. 앞승객이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 소스에 변경을
가하려면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4. 앞승객이 터치스크린을 제어하려면 설정 아이
콘을 터치하고 다시 듀얼 뷰 아이콘을 터치합니
다. 앞승객과 운전자 모두가 앞승객이 선택한 미
디어 소스를 보게 되고 하단에 듀얼 뷰 컨트롤이
표시됩니다.
듀얼 뷰 모드로 돌아가려면 돌아가기 아이콘을
터치하거나 10초를 기다립니다.
참고 : 운전자쪽 화면에도 듀얼 뷰 컨트롤이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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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헤드폰

�

신호가 수신되지 않으면 깜박입니다.

�

배터리가 약하면 잠시 깜박이다가 꺼집니다.

5. 배터리 커버 고정 나사
6. 배터리 커버
배터리가 약하면 헤드폰에서 90초마다 삐소리가
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커버 고정 나사(5)를 제거합니다.
2. 배터리 커버(6)를 벗깁니다.
3. 기존

배터리를 빼내고 새 배터리(AAA)를 끼웁니
다.
참고 : 배터리의 극을 배터리함 안쪽에 표시된
방향에 맞추십시오.

4. 배터리 커버를 다시 씌웁니다.
참고 : 배터리를 잘못 끼우면 헤드폰이 작동하
지 않습니다.
참고 : 배터리의 수명은 6개월입니다.
참고 : 종류가 같고 품질이 좋은 배터리를 사용
하십시오.

	폐 배터리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므로 규
정에 맞게 처분해야 합니다.

1. 헤드폰을 켜거나 끄려면 누릅니다.
2. 오디오 채널을 바꾸려면 누릅니다.
3. 볼륨을 조절하려면 돌립니다.
4. LED 표시등
�

신호가 수신되면 지속적으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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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스크린
뒷좌석 스크린 꺼내기

뒷좌석 리모컨

1. 스크린 하단의 해치를 안으로 누릅니다.
2. 스크린 하단을 당겨 스크린을 열림 위치로 꺼냅
니다.
스크린을 완전히 꺼낸 다음에는 이를 당겨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스크린을 완전 열림 위치 이상으로 밀지 마
십시오.

스크린을 수평 위치 이상으로 당기면 스크린이 꺼
집니다. 스크린을 열림 위치로 다시 밀면 스크린이
다시 켜집니다.
1. 좌측 스크린을 선택하거나 대기 모드에 있는 좌
측 스크린을 다시 작동시킵니다(버튼에 불이 들
어옴).
2. 스크린을 켜거나 끄려면 눌렀다 놓습니다(오디
오는 계속 나옴).
시스템을 완전히 끄려면 길게 누릅니다(오디오
와 비디오가 모두 멈춤).
3. 우측 스크린을 선택하거나 대기 모드에 있는 우
측 스크린을 다시 작동시킵니다(버튼에 불이 들
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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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스크린
4. CLIMATE 화면과 SEATS 화면 사이에서 전환하

뒷좌석 리모컨 배터리

려면 누릅니다.
5. 크루즈 컨트롤 : 위로*
6. 크루즈 컨트롤 : 우로*
7. OK: 선택을 확인하려면 누릅니다.
8. 설정 : 뒷좌석 스크린에 표시되는 기능의 일부
세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스크린에 표
시되는 기능의 모든 세팅을 조절하려면 앞좌석
터치스크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9. DVD 메뉴
10. 다음 트랙/파일/채널/방송국
11. 실내 오디오 볼륨 증가/감소/소거(헤드폰의 볼
륨 컨트롤은 헤드폰 측면에 위치합니다.)
12. 실내 오디오 켜기/끄기(실내 오디오를 끄면 헤
드폰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 플레이/일시정지
14. 이전 트랙/파일/채널/방송국

리모컨 배터리가 약할 때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

15. 선택한 것을 즐겨찾기로 표시합니다.

르면 버튼의 표시등이 3회 깜박입니다.

16. 위쪽 메뉴 레벨로 가려면 누릅니다.

리모컨 배터리 교체하기

17. 크루즈 컨트롤 : 아래로*

�

크롬 도금된 배터리 커버를 제거합니다.

18. 크루즈 컨트롤 : 좌로*

�

배터리를 꺼냅니다.

�

2개의 AAA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배터

19. 뒷좌석 HOME 화면으로 바로가기
20. 선택한 미디어 소스를 보려면 누릅니다. SELECT

리의 극을 배터리함 안쪽에 표시된 방향에 맞추

SOURCE 메뉴를 보려면 다시 누릅니다.

십시오.

* 선택한 소스에 따라 작동하는 다기능 키입니다.

참고 : 배터리를 잘못 끼우면 리모컨이 작동하
지 않습니다.

뒷좌석 리모컨과 뒷좌석 스크린의 페어링이 해제되

참고 : 종류가 같고 품질이 좋은 배터리를 사용
하십시오.

었을 때는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Rear Media
Settings를 선택하여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 페어
링이 완료되면 좌우 스크린의 버튼이 2회 깜박입니
다. 129페이지의 시스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배터리의 처분 : 폐 배터리는 유해 물질
을 함유하므로 규정에 맞게 처분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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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스크린
뒷좌석 스크린 - 홈 화면
뒷좌석 스크린에서는 뒷승객이 앞좌석 탑승자가 사
용할 수 있는 기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스크린에 표시되는 기능은 뒷좌석 리모컨으
로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160페이지의 뒷좌석 스
크린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뒷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Settings : 뒷좌석 리모컨의 설정 버튼을 눌러
뒷좌석 스크린에 표시되는 기능의 일부 세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스크린에 표시되는
기능의 모든 세팅을 조절하려면 앞좌석 터치스
크린을 사용해야 합니다 129페이지의 시스템 설
정을 참조하십시오.

뒷좌석 스크린 개요

Media : 뒷좌석 스크린에서 미디어 시스템에

뒷좌석 리모컨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1번 버

접속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스크린에 표시되

튼이나 3번 버튼으로 원하는 스크린을 선택하고 2

는 기능의 일부는 앞좌석 터치스크린에 표시되

번 버튼을 누릅니다.

는 기능과 다릅니다. 138페이지의 AM/FM 라디

원하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뒷좌석 리모컨으로

오 컨트롤, 142페이지의 휴대용 미디어 장비 연
결, 151페이지의 텔레비전 컨트롤, 153페이지의
DVD 플레이어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

�

Navigation : 뒷좌석 스크린에서 내비게이션 시

다음 기능을 선택하면 마지막 선택한 시스템이 작
동합니다.
참고 : 뒷좌석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공간에 보관하십시오.

스템을 보고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뒷좌석 스크
린에 표시되는 기능의 일부는 앞좌석 터치스크
린에 표시되는 기능과 다릅니다. 195페이지의
뒷좌석 내비게이션을 참조하십시오.
�

Seats : 뒷좌석 스크린에서 뒷좌석 시트의 온도
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66페이지의 시트 컴포
트와 시트 조절을 참조하십시오.

�

Climate : 앞좌석 터치스크린에서 뒷좌석 온도
조절 시스템의 작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앞좌
석 터치스크린에서 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의
작동을 차단하면 화면에 자물쇠 아이콘이 나타
납니다.
뒷좌석 스크린에서는 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을
끌 수 없습니다. 164페이지의 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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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시스템과 컴포트 시스템
앞좌석 온도조절 시스템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운전석에서는 HI(높음)나 LO(낮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 시스템을 조작하면 운
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FRONT CLIMATE 화면을 열려면 HOME 화면에서
Climate를 선택하거나 Climate 버튼을 누릅니다.
1. 온도 컨트롤 : 온도(16~28℃)를 조절하려면 돌
립니다. 터치스크린에 조절한 온도가 표시됩니
다.

2. AUTO 컨트롤 : 자동 모드를 선택하려면 누릅니
다.
참고 : 평상시에는 자동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온도에 맞추어 쿨링, 히팅, 환기가 자동으로 제
어되어 실내에 최상의 환경이 유지됩니다.
참고 : FRONT CLIMATE 화면에 표시되는 온도
는 선택한 온도를 가리킵니다. REAR CLIMATE
화면을 볼 때는 표시된 온도가 활성화되어 터치
스크린에서 직접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161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161

2017-06-26 오전 11:10:35

온도조절 시스템과 컴포트 시스템
3. 서리 제거 : 송풍기, 에어컨, 앞유리/뒷유리 히
터를 작동시키고 실내공기의 순환을 차단하려면
누릅니다.
4. 실내공기 순환 :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려면 선택

9. 터치스크린에 FRONT CLIMATE 화면을 열려면
누릅니다.
10. REAR CLIMATE 메뉴를 보려면 하향 화살표
를 선택하거나 화면을 밑으로 스와이프합니다.

합니다.

FRONT CLIMATE 메뉴를 보려면 상향 화살표

실내공기 순환 기능을 한시적으로 작동시키려

를 선택하거나 화면을 위로 스와이프합니다.

면 짧게 누릅니다. 실내공기 순환 기능은 설정된

164페이지의 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을 참조

시간 동안 작동하고(주위 온도에 따름) 자동으로

하십시오.

꺼집니다.

11. 송풍 속도 표시 : 수동 모드에서만 나타납니다.

실내공기 순환 기능을 시간 제한 없이 작동시키

12. 온도 표시

려면 길게 누릅니다. 실내공기 순환 기능이 버튼

13. 다리공간 송풍구 :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터

을 다시 누를 때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치합니다.

참고 : 기온이 낮을 때 실내공기 순환 기능을 오
래 작동시키면 윈도에 습기가 찰 수 있습니다.

14. 안면 송풍구 :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터치합

5. 에어컨(A/C) : 켜거나 끄려면 누릅니다. 에어컨

15. Sync : 앞승객석과 뒷좌석의 온도를 운전석에

은 온도조절 시스템의 다른 기능과 독립적으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6. 송풍 속도 : 송풍 속도를 조절하려면 돌립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송풍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됩
니다. 송풍 속도를 조절하면 자동 모드가 취소됩
니다.
송풍 속도를 최대에 맞추고 다이얼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온도조절 시스템이 꺼집니다.
7. 뒷유리 히터 : 켜거나 끄려면 누릅니다. 켜 놓으
면 외부 온도에 따라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8. 앞유리 히터 : 켜거나 끄려면 누릅니다. 켜 놓으
면 외부 온도에 따라 일정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참고 : 밖이 추울 때 시동을 걸면 앞유리/뒷유리
히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본 기능은 Climate
Settings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니다.
맞추려면 선택합니다.
16. 앞유리 송풍구 :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터치
합니다.
17. 외부 온도 표시
참고 : 도로에 얼음이 생길 만큼 외부 온도가
낮으면 계기판에 눈송이 모양의 황색 경고등
이 켜집니다. 60페이지의 외부 온도 표시등(진
황색)을 참조하십시오.

18.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Climate Settings를
선택합니다. Climate Settings 메뉴에서는 온
도 단위를 바꾸고 앞유리/뒷유리 자동 히팅 기
능을 선택하거나 취소하며 실내 공기 센서의
감도와 자동 송풍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63페이지의 실내 공기 센서를 참조하십시오.
19. 앞좌석/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을 켜거나 끄려
면 선택합니다.
참고 : 차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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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온도조절 시스템이 꺼져 있을 때 AUTO 버
튼이나 서리제거 버튼을 누르면 온도조절 시스템
이 켜집니다.
참고 : 차를 세워 놓으면 에어컨에서 나오는 물이
차밑에 고일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자동 실내공기 순환
차에 실내 공기 센서가 있을 때 온도조절 시스템을
AUTO 모드에 놓으면 외부 공기의 오염도와 습도에
따라 실내공기 순환 기능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신차 실내 환기 - 주의 사항
신차를 구입시, 구입 후 초기 몇 개월 동안 차량 내
부에서 불쾌한 냄새(VOC : 휘발성유기화합물)가 난
다면 차량 탑승 전 또는 차량 탑승 중에 모든 창문을
열어서 실내 공기를 완전히 환기시켜 주십시오. 또한
차량 내부의 온도가 올라 가거나 직사광선 아래 주
차되어 있는 경우, 실내공기순환 버튼을 끄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충분이 차량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십시오.

본 기능은 공기 정화 기능이 작동할 때만 작동합니
다. Climate Settings 화면에서 실내 공기 센서의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63페이지의 실내 공
기 센서를 참조하십시오.

실내 공기 센서
다음 방법으로 실내 공기 센서의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Climate Settings를
선택합니다. 161페이지의 앞좌석 온도조절 시스
템을 참조하십시오.
2. Air purity를 선택하고 원하는 감도(낮음, 중간,
높음)를 선택합니다.
실내 공기 센서를 끄려면 OFF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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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

터치스크린에 REAR CLIMATE 화면을 열려면 차량

5. 뒷좌석 스위치 차단 : 뒷승객이 뒷좌석 온도를

그림을 밑으로 스와이프하거나 FRONT CLIMATE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 온도조절

화면에서 하향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161페이지의

스위치를 차단하려면 선택합니다. 뒷좌석 온도

앞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을 참조하십시오.

조절 스위치의 차단을 해제하려면 다시 선택합

뒷좌석 스크린에 CLIMATE 화면을 열려면 뒷좌석

니다.

리모컨의 온도조절 버튼을 누릅니다. 160페이지의
뒷좌석 스크린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1. 온도 조절 : 온도를 높이려면 적색 화살표를 터
치하고 온도를 낮추려면 청색 화살표를 터치합

6. FRONT CLIMATE 화면을 보려면 상향 화살표를
선택하거나 화면을 위로 스와이프합니다. REAR
CLIMATE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하향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니다. 두 화살표 사이에 선택한 온도가 표시됩니

REAR CLIMATE 화면에는 컨트롤 외에 히터와 에

다.

어컨의 상태를 가리키는 심벌도 표시됩니다.

2. 다리공간 송풍구 :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터치
합니다.
3. 안면 송풍구 :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터치합니
다.
4. AUTO : 자동 모드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참고 : 온도조절 시스템이 꺼져 있을 때 뒷좌석
AUTO 버튼의 하나를 누르면 온도조절 시스템이
켜집니다.
참고 : 온도조절 시스템이 서리제거 모드에 있을
때는 뒷좌석 컨트롤이 작동을 멈추고 뒷좌석으로
바람이 가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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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은 뒷좌석 센터 콘솔에 위

7. 부위

선택 컨트롤 : 온도를 조절할 부위(시트 전

치한 컨트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체, 쿠션, 등받이)를 선택하려면 해당 컨트롤을

1. 온도 컨트롤 : 온도(16~28℃)를 조절하려면 돌

누릅니다. 누른 컨트롤의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

립니다. 터치스크린의 REAR CLIMATE 화면에
조절한 온도가 표시됩니다
2. AUTO 컨트롤 : 자동 모드를 선택하거나 취소하
려면 누릅니다.
3. 송풍 속도 : 송풍 속도를 조절하려면 돌립니다.
4. 안면 송풍구 :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누릅니다.
선택하면 스위치의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5. 다리공간 송풍구 : 선택하거나 취소하려면 누릅

니다.
CLIMATE 화면에는 컨트롤 외에 히터와 에어컨의
상태를 가리키는 심벌도 표시됩니다.
참고 : 온도조절 시스템이 꺼져 있을 때 뒷좌석
AUTO 버튼의 하나를 누르면 온도조절 시스템이
켜집니다.
참고 : 온도조절 시스템이 서리제거 모드에 있을
때는 뒷좌석 컨트롤이 작동을 멈추고 뒷좌석으로
바람이 가지도 않습니다.

니다. 선택하면 스위치의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
니다.
6. 시트 온도 컨트롤 : 시트 온도를 높이려면 적색
화살표를 누르고 시트 온도를 낮추려면 청색 화
살표를 누릅니다. LED로 현재의 온도 레벨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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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컴포트와 시트 조절

SEAT COMFORT 화면을 열려면 HOME 화면에서
시트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계기판의 시트 버튼을
누릅니다. 122페이지의 터치스크린 홈 메뉴를 참조

5.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Seat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6. 시트

버튼 : SEAT COMFORT 화면을 불러오려

하십시오.

면 누릅니다.

뒷승객은 뒷좌석 센터 콘솔의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HOME 화면에서 시트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뒷좌석 스크린을 사용하여 시트 온도를 조절할 수

EXTRA FEATURES 화면에서 Seats를 선택하여

있습니다. 168페이지의 뒷좌석 마사지나 160페이

SEAT COMFORT 화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지의 뒷좌석 스크린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127페이지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1. 온도 컨트롤 : 온도를 높이려면 적색 화살표를
터치하고 온도를 낮추려면 청색 화살표를 터치
합니다.

7. 시트

마사지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8. SEAT COMFORT 화면과 SEAT ADJUST 화면
사이에서 전환하려면 시트 조절 아이콘을 터치

2. 시트 온도를 선택하거나 취소합니다.

합니다. 170페이지의 원격 시트 제어를 참조하

3. 시트 마사지를 켜고 끕니다. 168페이지의 시트

십시오.

마사지를 참조하십시오.
4. 마사지 프로그램의 강도를 조절합니다(앞좌석에
한함).

9. 원하는 좌석(앞좌석 또는 뒷좌석)을 선택합니다.
10. 히팅하거나 쿨링할 시트 부위를 선택합니다.
168페이지의 온도조절식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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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컴포트 설정

시트 컴포트 화면을 열려면 홈 메뉴에서 시트 아이

6. 시트

버튼 : SEAT COMFORT 화면을 불러오려

콘을 선택하거나 계기판의 시트 버튼을 누릅니다.

면 누릅니다.

122페이지의 터치스크린 홈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HOME 화면에서 시트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뒷승객은 뒷좌석 센터 콘솔의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EXTRA FEATURES 화면에서 Seats를 선택하여

뒷좌석 스크린을 사용하여 시트 온도를 조절할 수

SEAT COMFORT 화면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168페이지의 뒷좌석 마사지나 160페이

127페이지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지의 뒷좌석 스크린 - 홈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7. 시트 마사지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1. 온도 컨트롤 : 온도를 높이려면 적색 화살표를

8. SEAT COMFORT 화면과 SEAT ADJUST 화면

터치하고 온도를 낮추려면 청색 화살표를 터치

사이에서 전환하려면 시트 조절 아이콘을 터치

합니다.

합니다. 170페이지의 원격 시트 제어를 참조하

2. 시트 히팅/쿨링 기능 켜기/끄기
3. 시트 마사지 기능 켜기/끄기. 168페이지의 시트
마사지를 참조하십시오.
4. 마사지 프로그램의 강도를 조절합니다(앞좌석에
한함).

십시오.
9. 원하는 좌석(앞좌석 또는 뒷좌석)을 선택합니다.
10. 히팅하거나 쿨링할 시트 부위를 선택합니다.
168페이지의 온도조절식 시트를 참조하십시
오.

5.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Seat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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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시스템과 컴포트 시스템
히팅 시트(뒷좌석)

앞좌석과 뒷좌석의 히팅/쿨링 컨트롤에 접근하기

참고 : 히팅 시트는 엔진이 작동할 때만 작동합니
다.

�

계기판의 시트 버튼을 누르거나

�

HOME 화면에서 시트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

EXTRA FEATURES 화면에서 Seats를 선택합니

뒷승객은 뒷좌석 센터 콘솔의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뒷좌석 스크린을 사용하여 시트 온도를 조절할 수

다. 127페이지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있습니다. 168페이지의 뒷좌석 마사지나 160페이
지의 뒷좌석 스크린 - 홈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히팅 시트는 터치스크린에서 제어합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의 히팅 컨트롤에 접근하기

원하는 좌석(앞좌석 또는 뒷좌석)을 선택합니다. 원
하는 시트의 히팅/쿨링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전원
아이콘을 누릅니다.
시트 온도 조절하기

�

계기판의 시트 버튼을 누르거나

�

HOME 화면에서 시트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

온도를 높이려면 적색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

EXTRA FEATURES 화면에서 Seats를 선택합니

�

온도를 낮추려면 청색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다. 127페이지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적색/청색 눈금을 상하로 스와이프하여 온도를 조

원하는 좌석(앞좌석 또는 뒷좌석)을 선택합니다. 원
하는 시트의 히팅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전원 아이
콘을 누릅니다.
히팅 온도 조절하기
�

히팅 온도를 높이려면 적색 화살표를 터치합니
다.

�

히팅 온도를 낮추려면 청색 화살표를 터치합니

절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를 조절할 시트 부위 선택하기
�

시트 부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

원하는 시트 부위(등받이, 시트쿠션, 전체)를 선
택합니다.

차량 그림에서 원하는 시트 부위를 눌러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다.
눈금을 상하로 스와이프하여 히팅 온도를 조절할

시트 마사지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시트 마사지는 엔진이 작동할 때만 켤 수
있습니다.

온도조절식 시트

실내 온도가 0℃보다 낮거나 50℃보다 높을 때는
시트 마사지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온도조절식 시트는 엔진이 작동할 때만 켤
수 있습니다.

뒷승객은 뒷좌석 센터 콘솔의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뒷승객은 뒷좌석 센터 콘솔의 스위치를 사용하거나

뒷좌석 스크린을 사용하여 시트 마사지를 제어할

뒷좌석 스크린을 사용하여 시트 온도를 조절할 수

수 있습니다. 160페이지의 뒷좌석 스크린 - 홈 화

있습니다. 164페이지의 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이

면을 참조하십시오.

나 160페이지의 뒷좌석 스크린 - 홈 화면을 참조

앞좌석 터치스크린에서 앞좌석과 뒷좌석의 시트 마

하십시오.

사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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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시스템과 컴포트 시스템
앞좌석과 뒷좌석의 시트 마사지 컨트롤에 접근하기
�

계기판의 시트 버튼을 누르거나

�

HOME 화면에서 시트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

EXTRA FEATURES 화면에서 Seats를 선택합니

뒷좌석 마사지는 센터 콘솔의 버튼으로 제어합니
다.

다. 127페이지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원하는 좌석(앞좌석 또는 뒷좌석)을 선택합니다. 원
하는 좌석의 시트 마사지를 켜거나 끄려면 전원 아
이콘을 누릅니다.
시트 마사지 프로그램 조절하기
�

시트 마사지 프로그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파도 마사지, 상향 마사지, 하향 마사지, 어깨 마
사지, 허리 마사지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선택합
니다.
참고 : 뒷좌석에서는 파도 마사지, 어깨 마사지,
허리 마사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마사지 강도 조절하기
�

1. 마사지 : 마사지를 켜고 끄려면 누릅니다.
2. 전체 굴림 기능을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선택한 시트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하려면 + 아

3. 허리 굴림 기능을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이콘이나 -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눈금을 상하로

4. 어깨 굴림 기능을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스와이프하여 선택한 시트 마사지의 강도를 조

참고 : 시트 마사지는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
집니다.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켜 주십시오.

절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시트 마사지의 강도는 앞좌석에서만 조
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 마사지 설정하기
�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Seat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170페이지의 시트 설정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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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조절 시스템과 컴포트 시스템
원격 시트 제어

운전석의 시트 조절 컨트롤로 앞승객석과 좌우 뒷

5. SEAT COMFORT 화면과 SEAT ADJUST 화면

좌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격 시트 컨트롤 화

사이에서 전환하려면 시트 컴포트 아이콘을 터

면을 열려면 시트 조절 아이콘을 터치하여 SEAT

치합니다.

COMFORT 화면과 SEAT ADJUST 화면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166페이지의 시트 컴포트와 시트 조절

시트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Seat Settings를 선택합

1. 운전석 시트 조절 컨트롤

니다.

2. 조절할 시트(앞좌석 또는 뒷좌석)를 선택합니다.

�

간편 승하차 기능 켜기/끄기

조절할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는 운전석 측면의

간편 승하차 기능을 켜면 뒷도어를 열 때 뒷좌석

시트 조절 스위치로 해당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

이 자동으로 정상 위치로 돌아갑니다. 좌측 뒷도

니다.

어를 열면 좌측 뒷좌석이 정상 위치로 돌아가고

3. Reset rear seats : 본 버튼을 터치하여 메모리

우측 뒷도어를 열면 우측 뒷좌석이 정상 위치로
돌아갑니다.

기능을 켜고 운전석 측면의 3번 버튼을 사용하
여 뒷좌석을 홈 위치로 리셋합니다. 23페이지의
운전자 위치 메모리를 참조하십시오.
4.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Seat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170페이지의 시스템 설정을 참조하십
시오.

�

자동 마사지 켜기/끄기
운전을 시작할 때부터 마사지가 꺼질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옵션을 선택하
려면 Time delay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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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개요
주차 공간에서 차를 조작하는 것을 돕는 시스템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주차 보조 시스템

�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주차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를 위해 차량 앞뒤의 공
간을 모니터합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의 사용
움직이는 물체(어린이, 동물 등)는 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질 때까지 주차
센서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운전자는
주차할 때 사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차 센서는 일부 장애물(가느다란 기
둥, 지면에 가까운 작은 물체 등)을 감

주차 보조 시스템에 360°보조 기능이 추가될 수 있

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차 센서보

는데 이런 시스템은 360°주차 보조 시스템이라 합

다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예 : 평상 트

니다. 360°주차 보조 시스템은 차량 앞뒤 공간 외

럭의 돌출된 바닥)도 감지하지 못할 수

에 차량 측면 공간도 모니터합니다. 360°주차 보조

있습니다.

시스템은 터치스크린에 360°PDC로 표시됩니다.
참고 : 일부 지역에는 360°주차 보조 시스템이 제
공되지 않습니다.

차량 후미에 액세서리를 부착했을 경우
에는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때 특
히 조심해야 합니다. 주차 센서의 작동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은 차를 주차 공간에 넣고 뺄

을 방해하는 액세서리를 부착하면 주차

때 차의 방향을 제어합니다.

센서가 범퍼에서 액세서리까지의 거리
만 감지하고 액세서리가 장애물로 표시
됩니다. 액세서리 너머에 있는 장애물
은 터치스크린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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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주차 보조 시스템의 기능
1. 주차 보조 버튼

7. 주차 센서의 감지 영역
�

었음을 가리킵니다(차와 충돌하는 경로에 있

2. 전후방 감지 영역

지 않음).

3. 360°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 차량의 주차 센
서 감지 영역
4. 360°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 차량의 가상 감
지 영역
5. 설정 아이콘 : 주차 보조 시스템의 세팅을 보고
설정하려면 터치합니다.
6. 차량 경로 라인 : 현재의 스티어링휠 위치에 따

회색 블록은 충돌 위험이 없는 물체가 감지되

�

컬러 블록은 충돌 위험이 있는 물체가 감지되
었음을 가리킵니다.

8. 카메라 아이콘 : 서라운드 카메라 영상이나 후방
카메라 영상을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9. 볼륨 아이콘 : 주차 보조 시스템의 삐소리를 낮
추려면 터치합니다.

른 차의 예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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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참고 : 일부 지역에는 360°주차 보조 시스템이 제
공되지 않습니다.

전진하면서 수동으로 전방 센서와 측면 센서를 켜

후진(R) 기어나 중립(N) 기어를 선택하면 주차 보조

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버튼의 LED 표시등이 켜져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있습니다. 센서를 끄려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버

주차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저속
으로 차를 조작하는 것을 돕습니다. 주차 보조 시스
템이 작동하면 터치스크린에 전방, 측면, 후방의 장
애물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방 센서, 측
면 센서, 외측 후방 센서의 감지 범위는 정해져 있
습니다. 내측 후방 센서의 감지 범위는 보다 넓습

려면 주차 보조 버튼(1)을 누릅니다. 주차 보조 시

튼의 LED 표시등이 꺼집니다.
참고 : 차량 속도가 16km/h를 초과하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 꺼집니다.
참고 : 센서는 깨끗해야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합니
다. 234페이지의 센서와 카메라를 참조하십시오.

니다. 4개의 측면 센서가 360°주차 보조 시스템을

경고음의 볼륨

위해 차량 측면에 가상 감지 영역을 만듭니다.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릴 때 미디어 볼륨 다이얼을

차가 센서의 감지 범위 내에 있는 물체를 지나면 시

돌려 경고음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30페

스템이 해당 물체의 예상 경로를 터치스크린에 표

이지의 미디어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시합니다. 차가 해당 물체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면

주차 보조 모드나 카메라 모드에서 터치스크린의

해당 물체가 컬러 블록에 표시되고 경고음이 울립

볼륨 아이콘을 터치하면 주차 보조 시스템이나 카

니다. 차가 해당 물체와 가까워질수록 경고음이 빨

메라가 작동할 때 경고음이 약해집니다.

라집니다. 해당 물체가 차에서 30cm 이내로 가까
워지면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울립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의 한계

감지된 다른 물체는 회색 블록에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

차가 정지해 있을 때나 출발할 때는 센서가 측면의
물체나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터치스
크린의 가상 감지 영역에 ! 표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 차가 출발할 때는 전방 센서가 주차 동작시
감지된 낮은 물체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진 기어를 선택하면 차량 속도가 16km/h에 도
달할 때까지 주차 센서가 작동합니다. 차량 속도가
16km/h에 도달하면 시스템이 꺼집니다.

지 않습니다.
�

차량 속도가 16km/h를 초과한다.

�

기어를 P에 놓았다.

�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

주차 보조 시스템에서 결함이 감지되면 메시지 센
서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시동 스위치를 껐
다 켜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으면 JLR 서비스 센터
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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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주차 보조 시스템의 결함
주차 보조 시스템에서 결함이 감지되면 고음의 경
고음이 길게 울리고 터치스크린에서 주차 보조 아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은 주차 공간에 차를 넣고 빼
는 동작을 돕는 시스템으로서 스스로 스티어링휠을
제어합니다.

이콘이 깜박이며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주차 과

센서가 깨끗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같은 동

정 전체에 걸쳐 운전자가 제어해야 합

작이 반복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니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은 운전자를 돕
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운전자는 주
차할 때 사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 시스템의 주차 동작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휠을 잡거나/돌리거나 주차 보
조 버튼을 누르십시오.

움직이는 물체(어린이, 동물 등)는 차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질 때까지 자동
주차 센서가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주차할 때는 실외 미러와 실내 미러
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십시오.
주차 센서는 일부 장애물(가느다란 기
둥, 지면에 가까운 작은 물체, 망형 울
타리 등)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노변에 세워져 있는 자전
거나 오토바이도 감지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주차 센서보다 높은 위치에 있
는 물체(예 : 평상 트럭의 돌출된 바닥)
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센서가 이물질(예 : 나뭇잎, 흙,
눈, 곤충 잔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센서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리나 각도의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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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경우에 사용

자동 주차 선택하기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주차 아이콘을 터치하여 PARK

1. 평행 주차 : 차와 평행인 공간에 후진하여 주차

ASSIST 팝업 메뉴를 열고 원하는 모드
를 선택합니다.

하기
2. 직각 주차 : 차와 직각인 공간에 후진하여 주차
하기

메시지 센터에 선택한 모드가 표시됩니다. 메시지
센터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 동작을 진행하십시오.

3. 나가기 : 평행 주차 공간에서 나가기
직각 주차 공간에서 나갈 때는 나가기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가기 기
능은 평행 주차 공간에서 나갈 때만 사
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 주차 공간

참고 :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은 후진(R) 기어 이외
의 아무 기어에서나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의 사용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에서 나갈 때 나가기 기능을 사용하면
차나 주변 물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에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했을

주차가 진행되는 동안 메시지 센터에 운전자가 취

때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

할 조치가 표시됩니다.

지 마십시오.

참고 :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도어
와 트렁크를 모두 닫아야 합니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할 때도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
여 근처에서 장애물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립니
다.

센서가 손상되었거나, 센서 위치가 바
뀔 만큼 범퍼가 손상되었을 때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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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차에 부착한 물건(예 : 범퍼 커버, 자전
거 랙, 스티커) 때문에 어느 센서가 가
려졌을 때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고 : 시스템은 차량 속도가 30km/h보다 낮을 때
주차 공간을 찾습니다. 시스템을 켜면 자동 찾기
기능에 의해 지나간 주차 공간도 찾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 센터에 이를 가리키는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차량 앞뒤나 측면으로 돌출되는 물건을

자동 주차 센서가 주차 공간의 연석에 차를 맞출 수

실었을 때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석의 형태가 불규칙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거나 감지되지 않으면 주차 공간의 좌우 측면이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의 기능

차를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연석 옆에 높은 물체

1. 자동 주차 : 자동 주차를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기둥 등)가 있으면 해당 물체가 차의 위치를 잡는
데 영향을 미쳐 차의 위치가 연석에서 너무 멀어지

2. 평행 주차 : 평행 주차를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거나 너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가

3. 직각 주차 : 직각 주차를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연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 나가기 : 나가기를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주차 공간이 발견되면 메시지 센터에 이를 가리키

5. 자동 주차 취소 : 자동 주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짧은 신호음이 울립니다.

않아 시스템을 끄려면 자동 주차 버튼을 누릅니
다.

주차할 때
Parallel Park(평행 주차)와 Perpendicular Park(직
각 주차) 중에서 원하는 주차 방식을 선택합니다.

참고 : 시스템이 좌측이나 우측의 차량이 너무 가
까워 주차 동작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주차 공간(주차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더라도)을 포
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끄고 차를 직접 조작하여 주차할 수
있습니다.

차가 전진하는 동안 우측에서 주차 공간의 크기가

평행 주차 공간에서 나갈 때

측정됩니다. 운전석쪽에서 주차 공간을 찾으려면

평행 주차 공간에 차를 주차하고 시동 스위치를 끄

운전석쪽 방향지시등을 켜십시오.

면 시스템 메모리가 비워집니다. 시동 스위치를 다

참고 : 시스템이 주차 공간을 효과적으로 찾으려면
차와 주차된 다른 차량/물체 사이에 0.5~1.5m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 켰을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주차 공간에
서 나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작동하
는 방향지시등으로 운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기
원하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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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Park Exit를 선택합니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의 한계

나가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다음 조건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은 안전한 주차
를 도와 주기만 할 뿐 이를 대신해 주지
는 못합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안전하
게 주차할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내 차의 앞에 다른 차량/물체가 있다.

�

내 차의 앞과 뒤에 다른 차량/물체가 있다.

참고 : 나가기 기능은 차를 평행으로 주차했을 때
만 사용할 수 있고 직각으로 주차했을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
동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센터에 Drive forward with care

�

차량
속도가 16km/h를 초과한다.


(조심스럽게 전진하십시오)라는 메시지

�

기어를 P에 놓았다.

�

기어를 R에 놓았다.

�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


가 나타날 때까지 나가기 동작을 시작
하지 마십시오.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의 모든 기능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부정확하게 작동할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의 세 가지 기능 중 어느 기

수 있습니다.

능을 사용하든 동작이 완료될 때까지 메시지 센터
에 나오는 지시를 따르십시오.
주차 동작이나 나가기 동작에서는 시스
템이 스티어링휠만 제어하므로 가속 페

�

었다.
�

참고 : 주차 동작이 진행되는 도중에 차량 속도가
5km/h를 초과하면 메시지 센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가 차량 속도가 5km/h 밑으로 떨어지면
사라집니다. 차량 속도가 7km/h를 초과하면 시스
템이 꺼집니다.

�

차에 밖으로 돌출되는 물건을 실었다.

�

가벼운 충격으로 센서의 방향이 바뀌었다.

�

차에 재규어 서비스 센터의 승인이 없는 수리나
개조가 있었다.

�

차에 승인 없는 휠/타이어가 부착되어 있거나 타
이어가 많이 마모되었다.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면 신호음이 지속적으로 올리
고 메시지 센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자세

주차 공간 가장자리의 연석이 불규칙하거나 이
물질(예 : 낙엽, 눈)로 덮였다.

달과 브레이크 페달은 운전자가 제어해
야 합니다.

주차 공간이 감지된 후 이의 크기나 모양이 바뀌

�

한 것은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차된 차량에 높이 솟은 장비(예 : 평상, 제설
기, 체리 채취기)가 있다.

�

주차 공간이 코너나 커브에 위치한다.

�

센서가 오염되었거나 흙, 얼음, 눈으로 덮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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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

안개가 끼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다.

�

노면이 울퉁불퉁하다(돌길 등).

�

가느다란 장애물이나 쐐기형 장애물이 있다.

�

주차 공간 위쪽에 돌출물(테라스, 나뭇가지 등)이
있다.

�

코너가 있고 가장자리가 예리한 장애물이 있다.

문제 해결
시스템이 주차 공간을 찾지 않는다.

시스템이 차를 주차 공간에 정확히 위치시키지
않는다.
�

시스템의 한계가 적용된다. 177페이지의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의 한계를 참조하십시오.

후방 카메라
장애물을 감지하고 장애물까지의 거리
를 판단할 궁극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물체나 가로대는 차에

�

시스템이 꺼져 있다.

손상을 줄 수 있지만 시스템이 감지하

�

차가 30 km/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인다.

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센서가 가려져 있거나 센서에 흙, 먼지, 얼음, 눈

카메라가 이물질(예 : 얼음, 서리, 눈,

이 묻어 있다.

나뭇잎, 흙, 곤충 잔해)이 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카메라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

시스템이 주차 공간을 제시하지 않는다.
�

�

�

�

�

센서가 가려져 있거나 센서에 흙, 먼지, 얼음, 눈

다. 234페이지의 센서와 카메라를 참조

이 묻어 있다.

하십시오.

주차 공간이 충분히 크기 않거나 차량 측면에 차

뒷범퍼에 카메라의 작동을 방해할 만한

를 돌리기에 충분한 공간이 없다.

물건(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차를 주차 공간에서 너무 멀리(1.5미터 이상) 이

후방 카메라는 그림과 같이 뒷범퍼에 위치합니다.

동시켰다.

후진 기어를 선택하면 후방 카메라가 터치스크린에

차를 주차 공간에 너무 가까이(41cm 이하) 붙였

차의 후방을 고해상도로 보여주는 컬러 영상을 띄

다.

웁니다. 본 컬러 영상에는 후진 안내선과 주차 안내

차를 후진시켰다. 시스템은 차가 전진할 때 주차
공간을 찾습니다.

�

리나 각도의 계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

접근하는 각도가 적절하지 않다.

선이 겹쳐 표시됩니다.
참고 : 후방 카메라 화면은 주차 보조 시스템 화면
이나 다수의 터치스크린 기능에 우선합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을 취소하려면 아무 때나 HOME 아이
콘 버튼을 누르거나 뒤로가기 아이콘을 터치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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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작동
1. 전경 영상 : 주차 보조 상황을 전체 화면으로 보
려면 터치합니다.

6. Parking Aid Settings 메뉴를 선택하려면 터치
합니다.
�

ON을 선택합니다.

2. 주차 보조 정보 : 컬러 블록으로 충돌 위험이 있
는 물체가 표시됩니다.

�

4. 주차 안내용 점선 : 차의 폭(실외 미러 포함)을
가리킵니다.
5. 트렁크 접근 한계 : 트렁크에 접근할 필요가 있
을 때는 본 한계를 지나도록 후진하지 마십시오.

Parking Aid Graphics(주차 보조 그림) :
OFF나 ON을 선택합니다.

3. 주차 안내용 실선 : 현재의 스티어링휠 위치에
따른 차의 예상 경로를 가리킵니다.

Parking Guidance(주차 안내선) : OFF나

�

PDC Plan View(PDC 전경 보기) : OFF나
ON을 선택합니다.

7. 주차 보조 그림을 켜거나 끄려면 터치합니다.
171페이지의 주차 보조 시스템의 사용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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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8. 카메라 영상을 광폭과 표준폭 사이에서 전환하

후방 교통 감지 시스템(RTD)

려면 터치합니다.

RTD는 안전 운행을 도와주기만 할 뿐
이를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항상 실
외 미러와 실내 미러를 보고 접근하는
차를 살피십시오.

9. 360°PDC 삐소리의 볼륨을 낮추려면 터치합니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크린에서 후방 영상이
사라집니다.
�

D를 선택한 후 5초가 지났다.

참고 :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RTD
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D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량 속도가 18km/h를 초

RTD는 후방 카메라에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과했다.

RTD는 후진할 때 좌측이나 우측에서 움직이는 차
량이 있어 사고 위험이 있으면 이를 운전자에게 경
고합니다.

1. 실외 미러의 차량 아이콘 : 후방에 움직이는 차

3. 경고 아이콘 : 현재 화면(카메라 화면 또는 주차

가 있으면 같은 방향의 실외 미러에서 진황색 차

보조 화면)의 해당 방향에 삼각 경고 아이콘이

량 아이콘이 깜박이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나타납니다.

2. 시스템 꺼짐 경고등 :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실외 미러에 진황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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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능
카메라 화면과 주차 보조 화면 사이에서 전환하려
면 카메라 영상이나 Cameras 아이콘을 터치합니
다.
RTD는 계기판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
습니다. RTD를 취소하면 좌우 실외 미러에 진황색
경고등(2)이 켜집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RTD 센서
한쪽 센서의 일부나 전부가 가려지면 RTD가 작
동을 멈추고 실외 미러에 진황색 경고등(점)이 켜
지며 메시지 센터에 Reverse Traffic Sensor
Blocked(RTD 센서 막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뒷범퍼를 가리는 물체가 없는지, 뒷범퍼에 얼음, 눈,
흙, 먼지가 덮이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센서에서 결함이 감지되면 실외 미러에 시스템이
꺼졌음을 가리키는 진황색 경고등(점)이 켜지고 메
시지 센터에 Reverse Traffic Detection System
Not Available(RTD 사용 불가)이라는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참고 : 시스템은 한쪽 센서에서만 결함이 감지되어
도 작동을 멈춥니다. 결함이 일시적일 때는 시동을
껐다 켜면 시스템이 다시 작동합니다.

시동을 껐다 켰을 때 결함이 다시 감지되면 JLR 서
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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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화 시스템 개요
차가 움직일 때 시스템을 조작하면 운
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전화 시스템 컨트롤
1. Voicemail : 음성 메일 옵션을 보려면 터치합니
다.
�

음성 메일 번호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터치하
면 이를 입력하고 설정하는 키패드가 나타납
니다.

2. Keypad : 키패드 다이얼 모드로 들어가려면 터
치합니다.
3. Contacts : 다운로드한 연락처를 보려면 터치합
니다.
4. Recents : 최근의 발신 전화, 수신 전화, 부재중
전화를 보려면 터치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본 소프트 키의 동그라미 안에 전화번호가 표시

5. 수신자, 수신 번호, 통화 시간이 표시됩니다. 키
패드, 최근 전화, 연락처, 음성 메일도 표시됩니
다.
6. 목록을 상하로 이동시키려면 스크롤 바나 화살
표를 터치합니다. 목록을 원하는 방향으로 스와
이프할 수도 있습니다.
7.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Phone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다음 기능을 관리하려면 터치합니다.
Settings for All Phones(모든 전화 설정), Settings
for name of phone(전화 명칭 설정), Bluetooth
Settings(블루투스 설정)
8. PAIRED DEVICES(페어링된 장비) 화면에 접속
하려면 터치합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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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참고 : 최근 전화는 기록된 순서로 표시됩니다. 휴
대폰이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최근 전화가 휴대폰
에서 보내는 대로 표시됩니다. 일부 휴대폰은 최근
전화를 다른 순서로 표시합니다.
참고 : 같은 발신자의 어느 전화 형식이 중복될 때
는 이중 1개만 남고 모두 제거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발신자가 거는 여러 전화는 1개의 전화로 감
소됩니다.

휴대폰의 안전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주의력이 분산되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영국 건강산업제조사협회는 휴대폰 안테나가 심박
조절기에 전파 간섭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해 휴대폰 안테나와 심박조절기 사이에 15cm 이상
의 거리를 둘 것을 권고합니다. 본 권고는 영국 무
선기술연구소가 연구 결과로 내놓은 권고와도 일치

폭발 위험이 큰 곳에서는 휴대폰을 끄
십시오. 주유소, 연료 저장소, 화학물질
제조공장과 같이 주변 공기에 연료 증
기, 화학 물질, 금속 먼지가 섞여 있는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합니다.

휴대폰은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목을 참조하십시오.

휴대폰을 사용할 때는 심박조절기나 보
청기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
박조절기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탑승자
는 의사나 제조사에 해당 장비가 고주
파 에너지로부터 충분히 보호되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차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이 있더라
도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주
의력이 분산되어 위험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십시오.
운전자는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는 안전
한 상황에서만 휴대폰을 사용해야 합니
다.

휴대폰의 호환성
호환되는 휴대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재규어 웹사이트(www.jaguar.com)의 Owners 항
참고 : 재규어 웹사이트에 나오는 블루투스 장비
는 테스트를 통해 재규어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음
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휴대폰의 성능은 소프트웨
어 버전, 배터리 상태, 서비스 범위, 이동망 사업자
에 따라 다릅니다. 미디어 장비의 품질은 재규어에
서 보증하지 않고 해당 제조사에서 보증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한 페어링과 연결
참고 : 휴대폰을 사용하여 해당 휴대폰을 차에 페
어링/연결시키는 방법은 휴대폰의 종류에 따라 다
릅니다.

1. 시동 스위치와 터치스크린을 켭니다.
2. 휴대폰을 처음 페어링할 때는 HOME 화면에서
전화 연결 탭을 선택하여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
을 찾을 수 있게 만듭니다.
3. 휴대폰으로 블루투스 장비를 검색합니다. 일부
휴대폰에서는 블루투스 장비가 새로 페어링된
장비(new paired device)로 표시됩니다.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차내 블루투스 시
스템의 명칭은 차량 명칭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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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이 찾아지면 화면의 안내

페어링된 휴대폰은 휴대폰과 미디어 장비 중 한

를 따릅니다. 화면의 요청이 있으면 Yes를 선택

가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폰과 미디어 장비

하여 페어링을 확인해 주십시오.

모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려면

일부 구형 휴대폰은 PIN(개인 식별번호)을 입력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All Settings를 선택한 후

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PIN으로

Paired Devices 목록을 열고 Features와 Bluetooth

1234를 입력합니다. 휴대폰에 표시된 PIN이 차

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량 PIN과 일치하면 Yes를 선택하는 것으로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전화와 통화하기

5. 전화번호부나 연락처를 다운로드하라는 메시지

같은 휴대폰으로 2개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나오면 이를 수락하십시오. 186페이지의 연

두 번째 전화가 걸려 오면 이를 알리는 신호가 나옵

락처를 참조하십시오.

니다. 두 번째 전화를 받으면 첫 번째 전화가 자동

참고 : 페어링이 끝나면 10초를 기다려 주십시
오. 휴대폰에 전화번호부나 연락처를 다운로드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를 수락하십시오. 다
운로드가 완료되면 Remember this setting(본
세팅 기억)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6. 휴대폰이 시스템과 페어링되고 연결되면 돌아가
기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PHONE 화면을 선택합
니다.
참고 : 일부 휴대폰은 차내 블루투스 시스
템과의 페어링이 ‘authorized(인증됨)’나
‘trusted(신뢰됨)’로 설정되어야 자동으로 연결
됩니다.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으로 보류됩니다.
한 전화와 통화하다가 다른 전화를 거는 것도 가능
합니다. 현재의 전화를 보류하려면 보류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Add call을 선택한 후 연락처 목록을
보려면 Contacts를 순서대로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다이얼하거나 입력하려면 Keypad를 선택합니다.
2개의 전화와 통화할 때는 보류 아이콘이 전환 아
이콘으로 바뀝니다. 전환 아이콘이나 연락처 이름/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현재의 전화와 보류된 전화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현재의 전화를 끊고 보류된 전화와 통화하려면 End

페어링된 휴대폰의 세팅을 선택하려면 SETTINGS

Call을 터치합니다. End Call을 길게 터치하면 두

팝업 메뉴에서 Phone Settings를 선택합니다. 페

전화가 모두 끊어집니다.

어링된 휴대폰의 목록이 나타나면 원하는 휴대폰의

참고 : 휴대폰을 차내 전화 시스템과 연결할 때 2
개를 초과하는 전화와 통화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예 : 회의 전화)에는 해당 통화가 유지됩니다.

명칭을 터치하십시오.

화면에는 최대 2개 전화의 정보만 표시됩니다. 위
와 같은 경우에 보류되어 있는 전화나 걸려오는 전
화는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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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회의 전화하기

스티어링휠의 전화 컨트롤

같은 휴대폰으로 2개의 전화와 통화할 때는 Merge
를 선택하여 두 전화를 회의 전화로 합칠 수 있습니
다.
두 전화 모두를 보류시키려면 Hold/Mute를 터치하
고 두 전화 모두를 끊으려면 End Call을 터치합니
다.
합치기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중 한 사람
이 전화를 끊어도 남은 사람의 전화는 끊어지지 않
습니다.

전화 시스템 아이콘
전화 시스템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터
치스크린에 다음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연결하기 : 전화를 걸거나 걸려 온 전
화를 받습니다.

1. 통화하면서 볼륨을 높이거나, 표시된 목록이나
저장된 연락처의 전화번호를 위로 검색합니다.

끊기 : 전화를 끊거나 걸려 온 전화를
거부합니다.

2. 통화하면서 볼륨을 낮추거나, 표시된 목록이나
저장된 연락처의 전화번호를 아래로 검색합니

보류시키기 : 전화를 보류시키거나 보

다.

류시킨 전화를 다시 살립니다.
전화 전환하기			

3. 걸려 온 전화를 받습니다. 통화를 종료합니다. 최
근 전화 목록에 나오는 전화번호/연락처를 다이
얼합니다.

전화를 휴대폰으로 돌립니다.		

4. 끊기 스위치 : 전화를 끊거나 걸려 온 전화를 거
부합니다.

마이크 음소거 :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합니다.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통화 볼륨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못하게 됩니

통화 볼륨은 미디어 시스템의 볼륨 컨트롤로 조절

다.

합니다.

휴대폰의 신호 강도를 나타냅니다.

미디어 시스템이 작동할 때 전화를 걸거나 받으면
사운드가 멈추었다가 통화가 끝나면 다시 나옵니

휴대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냅

다.

니다.

185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185

2017-06-26 오전 11:10:37

전화
마이크 볼륨
마이크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ETTINGS 팝
업 메뉴에서 Phone Settings를 선택하고 원하는
휴대폰의 Settings 옵션을 선택한 후 +나 -를 터치
합니다.

연락처 목록이 표시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Phone Settings 메뉴에서 Phone을 선택하고 First
Name이나 Last Name을 선택하여 연결된 휴대폰
의 연락처 목록이 표시되는 순서를 바꿉니다.
연락처 목록을 삭제하려면 SETTINGS 팝업 메뉴에
서 Phone Settings를 선택하고 연결된 휴대폰의

연락처

Delete From Car를 선택합니다.

페어링된 휴대폰을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에 연결할

연락처 목록이 삭제되면 연결된 휴대폰의 Auto

때마다 해당 휴대폰의 메모리에 저장된 연락처가

Update Contacts(연락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자동으로 차량 연락처 목록에 다운로드됩니다. 183

취소되어 다시 선택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습니다.

페이지의 휴대폰의 호환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연락처 목록을 삭제하면 화면에 걸려 오는
전화의 전화번호만 표시되고 이름은 표시되지 않
습니다.

일부 휴대폰은 전화번호부가 SIM 카드에도 저장되
고 휴대폰 메모리에도 저장됩니다.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은 휴대폰 메모리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 접속하기
1. PHONE 화면에서 Contacts을 선택합니다.
2. 스크롤 바를 터치하거나 목록을 스와이프하여
연락처를 알파벳 순으로 상하로 검색합니다.
3. 화면에 표시된 목록에서 원하는 연락처를 찾아
터치하면 전화가 걸립니다. 원하는 연락처에 복
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을 때는 원하는 전
화번호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 저장된 전화번호가 많으면 스크롤 바를
사용하십시오.

휴대폰이 연락처 카드를 지원하면 차내 연락처 디
렉토리에서 연락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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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블루투스 정보
블루투스는

전자 장치들 사이의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단거리 무선 주
파수(RF) 기술을 가리킵니다.
참고 : Bluetooth®라는 단어와 블루투스 로고
는 Bluetooth SIG, Inc.의 소유로서 Jaguar Land
Rover Limited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
다.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은 블루투스 HFP(핸즈프
리 프로필), A2DP(고급 오디오 배분 프로필),
AVRCP(오디오 비디오 원격 제어 프로필), 메시지
접근 프로필(MAP)을 지원합니다.
참고 : HFP, A2DP, AVRCP는 독립적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프로필로 휴대폰을 연결하고 다
른 프로필로 미디어 장비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블루
투스 장비를 시스템과 페어링해야 합니다. 이에는
블루투스 장비를 사용하여 페어링하는 방법이 권장
됩니다. 183페이지의 휴대폰을 사용한 페어링과 연
결을 참조하십시오.
시동 스위치를 켤 때마다 시스템이 마지막 연결되
었던 휴대폰/미디어 장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을 시
도합니다.
휴대폰/미디어 장비의 오디오 특성과 반향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이에 적응하여 최상의
오디오 성능을 제공하려면 몇 초가 걸릴 수 있습니
다. 시스템이 최상의 오디오 성능을 제공하려면 미
디어 볼륨과 팬속도를 약간 낮출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 : 일부 장비는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과의 페
어링을‘authorized(인증됨)’나‘trusted(신뢰됨)’
로 설정해야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장비 사용 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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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시스템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터치스크린과 계기판에 지도로 내비게이션 정보(회
전 장소 등)가 표시됩니다. 음성으로 경로 안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GPS 신호, 센서

장애가 있을 때(터널에서 운전할 때, 높은 고속도로
밑의 도로에서 운전할 때 등)는 GPS 신호가 끊길
수 있습니다.
차에 장착된 방향 센서와 속도 센서가 내비 게이션 시
스템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킵니다. 장애가
해소되면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재개합니다.

정보, 하드드라이브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량 위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차량 위치가 부정확

를 파악합니다.

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목적지끼지의 경로를

�

빌딩의 나선형 램프를 올라가거나 내려 간다.

계획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

높은 도로 밑에서 운전한다.

터치스크린의 메뉴와 지도로 경로를 제어할 수 있

�

높은 빌딩 사이에서 운전한다.

습니다.

�

두 도로가 서로 가깝고 평행이다.

참고 : 지역에 따라 속도 카메라 경고 기능이 제공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차가 운반되고 있다.

참고 : 속도 카메라 경고 기능은 NAVIGATION
SETTINGS 메뉴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196페
이지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차가 회전 테이블에서 회전하고 있다.

�

배터리를 분리했다.

항상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십시오.
참고 : 일부 기능과 위치기반 서비스에는 사용자
의 현재 위치가 사용됩니다. 연결/내비 게이션 설
정 메뉴에서 모바일 데이터와 차량 위치가 사용되
는 기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사용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교통 표지와 교통 법규에 우선적으로 유의해야 합
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내비게이션을 돕는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시야가 나쁠 때
방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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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안전한 운전을 대
신해 주지 못합니다. 운전자는 시스템
이 운전자의 판단 착오를 바로 잡아 줄
것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
자는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교통 상황
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내비게시션 시스템
이 제시하는 경로의 안전성을 판단할
책임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내비게
이션 시스템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 시스템을 조작하면 운
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1. 내비게이션 바로가기 버튼
�

터치스크린에 지도가 표시되었을 경우 :
NAVIGATION 메인 메뉴를 보려면 누릅니다.

�

터치스크린에 지도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
NAVIGATION 지도 메뉴를 보려면 누릅니다.

2. 내비게이션을 위해 터치합니다.
3. 내비게이션 바로가기
�

목적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 목적지를 입

력하려면 터치합니다.

�

목적지를 선택했을 때 : 경로 안내를 취소하
려면 터치합니다.

참고 :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설정 메뉴
에서 시스템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는 홈 망에
있을 때나 해외에서 로밍할 때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능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설정한 세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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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차가 정지해 있을 때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화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제어합니다.

에 현재 위치의 지도가 표시되고 이와 더불어 빠른

1. 돌아가기 아이콘 : 상위 메뉴 레벨로 가려면 터

접속용 타일이 들어 있는 사이드 패널이 표시됩니
다.
참고 : 빠른 접속용 타일은 바로가기 컨트롤의 일
종으로서 특정 내비게이션 기능에 빠르게 접속하
는 데 사용합니다.
참고 : 빠른 접속용 타일은 차량 속도가 정해진 레
벨에 도달하면 숨겨졌다가 시동 스위치를 껐다 켜
면 다시 나타납니다. 필요시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차량 속도가 정해진 레벨을 초과할 때 내비
게이션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빠른 접속용 타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합니다.
2. 스크롤 바 : 타일 목록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려면
터치합니다.
3. 빠른 접속용 타일 옵션 : 가용 옵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My commute(통근 모드)

�

Fuel search(주유소 검색)

�

Recent destinations(최근 목적지)

�

Home(집)

�

Licence information(라이선스 정보)

4. 현재의 차량 위치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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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5. 지도 선택 아이콘 : 2D 지도, 3D 지도, 위성 지
도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경로 안내가 나올
때는 2D 지도, 3D 지도, 위성 지도에 근거한 추
가 정보(교통 상황, 다음 조작, 경로 개관 등)가
표시됩니다. 197페이지의 보기 옵션을 참조하십
시오.
참고 : 위성 지도는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합니
다.

6. 설정 아이콘 : SET TINGS 팝업 메뉴에서
Navigation Settings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7. 메인 메뉴 아이콘 : NAVIGATION 메인 메뉴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경로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로 차가 움직이면 보조
지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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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본
 그림이 표시되어 있을 때 메뉴 아이
콘을 터치하면 NAVIGATION 메인 메뉴
에 접속됩니다.

참고 : 일부 옵션은 경로를 선택해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5. Mute : 음성 안내의 소리를 멈추려면 터치합니

1. 돌아가기 아이콘 : 상위 메뉴 레벨로 가려면 터

6. Destinations : 저장된 장소(에 : 집주소, 즐겨찾

치합니다.
2. Enter Address : 주소를 입력하는 옵션이 제공
됩니다. 193페이지의 주소 입력을 참조하십시
오.
3. Edit : 현재의 경로를 바꾸려면 터치합니다. 196
페이지의 경로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4. Stop Guidance: 현재의 경로 안내가 취소됩니
다(경로가 선택되어 있을 때).

다.
기 장소)와 최근 목적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인컨트롤 내비게이션 계정이 있으면 차
량, 인터넷, 스마트폰 앱의 목적지가 일치됩니
다. 201페이지의 프로필과 210페이지의 인컨트
롤 프로 서비스를 참조하십시오.

7. 설정 아이콘 : SET TINGS 팝업 메뉴에서
Navigation Settings를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8. Search : 검색 상자에 문자를 입력하거나 관심
지점(POI) 목록에서 원하는 장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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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입력
참고 :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는 검색 기능이 효과
적일 수 있습니다. 193페이지의 검색을 참조하십
시오.

검색 모드에서는 다음에 유효한 글자에 맞는 키만
하이라이트됩니다.
문자 입력 상자 밑에 전에 입력한 주소나 검색 이력
이 표시됩니다.
주소 입력하기
1. NAVIGATION 메인 메뉴에서 Enter Address를
터치합니다. 192페이지의 메인 메뉴를 참조하십

7.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Start navigating(내비
게이션 시작)을 터치합니다.
참고 :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유료도로 회피, 페
리 회피 등)에 따라 경로가 탐색됩니다. 목적지
를 설정할 때 경로 기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참고 : 목적지를 선택한 후에 하나의 주소를 경유
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키보드 이면의 터치스크린에 전에 입력한
내용이나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화면을 잘 보기
위해 키보드를 감출 수 있습니다.

검색

2. 국가를 입력합니다.

참고 :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는 주소 입력 기능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93페이지의 주소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3. 시, 읍, 우편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에 입력한 내

검색 기능은 하나의 주소나 하나의 POI를 찾는 데

시오.

용과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내용을 선
택하고 OK를 터치합니다.
4. 도로명, 도로번호, 교차로를 입력합니다(있을 경
우). 전에 입력한 내용과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
다.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OK를 터치합니다.
참고 : 지역에 따라 입력 필드가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 찾기
1. NAVIGATION 메인 메뉴에서 Search를 터치합
니다. 192페이지의 메인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2. 경로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검색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주소를 입력하면 지도에 해당 장소가 표시됩니

�

Along the route(경로 주변)

다. 표시된 장소가 맞으면 Drive there(거기로 가

�

Most relevant(가장 적합한 장소)

�

경유지 1, 2, 3 등 인근

시오)를 터치합니다.
6. 시스템은 다수의 경로를 탐색하여 화면에 표시

참고 : 본 옵션을 사용하려면 경로에 1개 이
상의 경유지가 있어야 합니다.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시작하려면 Start를 선택
합니다. 하이라이트된 경로가 원하는 경로가 아
니면 Route Options를 선택하여 경로를 바꿉니

�

Near your destination(목적지 인근)

다. 화면에 경로별 거리와 예상 도착 시간(ETA)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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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 상자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은 POI 관련 정보와 옵션을 사용할 수도

검색 결과를 보려면 키보드 숨기기 아이콘을 터

있습니다.

치합니다. 입력을 계속하려면 문자 상자를 터치

�

POI
phone number : POI 전화번호를 보거나

POI에 전화를 걸려면 터치합니다.

�

Add to favourites : POI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려
면 터치합니다.

�

Nearest
car park : 목적지나 경유지가 주차장

이 아닌 경우에 가까운 주차장을 찾으려면 터치

합니다.
4. 제공된 목록에서 검색 결과를 선택합니다.
5. 내비게이션을 시작하려면 Start를 터치합니다.
참고 : 사용자가 선택한 기준(유료도로 회피, 페
리 회피 등)에 따라 경로가 탐색됩니다. 목적지
를 설정할 때 경로 기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숨기기 아이콘		

POI 찾기
1. NAVIGATION 메인 메뉴에서 Search를 터치합
니다.
2. 경로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검색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long the route(경로 주변)

�

Most relevant(가장 적합한 장소)

�

경유지
1, 2, 3 등 인근


합니다.
�

Extra information : 우편 주소, 개장 시간, 시설,
POI 사진 등

참고 : 목적지를 선택한 후에 하나의 POI나 주소를
경유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차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클라우드
기반 정보를 사용하여 검색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
습니다. 본 기능은 NAVIGATION SETTINGS 메뉴
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196페이지의 설정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 : 본 옵션을 사용하려면 경로에 1개 이
상의 경유지가 있어야 합니다.
�

Near
your destination(목적지 인근)


3. 검색 범주 목록(주유소, 식음료, 주차장, ATM/은
행)에서 원하는 검색 범주를 선택합니다.
4. 제공된 목록에서 검색 결과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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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분할 화면

경로를 선택하면 화면에 지도가 표시됩니다.

6. 현재의 차량 위치와 방향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제어합니다.

7. 현재 위치

1. 메인 메뉴 아이콘 : NAVIGATION 메인 메뉴를

8. 정보 바 : 시간, 거리, ETA(예상 도착 시간) 등의

선택하려면 터치합니다.
2. 좌측 지도 보기, 축척/줌 세팅
참고 : 핀치 동작이나 누름 동작으로 지도 줌 세
팅을 바꿀 수 있고 스와이프 동작으로 지도 화
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경로 : 다음 방향 표시
4. 선택한 추가 보기 옵션 : 경로 개관, 다음 조작,
나침반, 교통 정보
5. 지도 선택 아이콘 : 2D 지도, 3D 지도, 위성 지
도를 선택하려면 누릅니다.
참고 : 위성 지도는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합니
다.

정보를 표시합니다.

뒷좌석 내비게이션
뒷좌석 스크린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보고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 뒷좌석 스크린에 표시되는 내비게이션 기능
은 앞좌석 터치스크린에 표시되는 내비게이션 기
능과 다릅니다.

뒷승객은 선택된 경로에 대한 정보(예상 도착 시간,
목적지까지의 거리 등)를 모니터하고 다른 장소(목
적지 등)를 보거나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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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board layouts : 추가 키보드 구조를 선택합
니다.

�

Route preferences : 특정 도로를 회피하려면
선택합니다.

�

다. 커서 컨트롤로 Search(검색), Browse map(지

Set up customised searches : 즐겨찾기 장소
나 자주찾는 장소에 맞춤 검색 기능을 추가합니

도 브라우즈), Settings(설정) 중에서 원하는 것을

다.

뒷좌석 스크린에서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려면
리모컨에서 홈 버튼을 선택하고 커서 컨트롤로
Navigation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
다.
내비게이션 메뉴를 보려면 OK 버튼을 다시 누릅니

선택하십시오.

�

App details :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정보
를 봅니다.

�

자에게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운전자는 앞좌석 터

Auto-zoom : 자동 줌 기능을 선택하거나 취소
합니다. 196페이지의 지도의 자동 줌을 참조하

치스크린에서 뒷승객이 선택한 장소를 수락하거나

십시오.

다른 장소 선택 옵션을 보려면 Search를 선택합니
다. 다른 장소를 선택했으면 Send To Driver(운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58페이지의 뒷좌석 리모컨과
160페이지의 뒷좌석 스크린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지도의 자동 줌
자동 줌 기능을 선택하면 저속으로 운전할 때 지도가
확대되고 고속으로 운전할 때 지도가 축소됩니다.
자동 줌 기능은 NAVIGATION SETTINGS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정
내비게이션 설정 아이콘을 터치하면 다음 옵션이

�

Map features : 가용 기능 목록에서 특정 기능
을 선택하거나 취소합니다.

�

Manage profile data : 검색 이력을 소거하거나
프로필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볼륨
음성 안내의 볼륨을 조절하려면 음성 안내가 나올
때 미디어 볼륨 다이얼을 돌립니다. 130페이지의
미디어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카메라 경고의 볼륨은 음성 안내 볼륨에 맞
추어집니다.

나타납니다.
�

Alerts : 경고 범주 목록에서 특정 경고 범주를
선택하거나 취소합니다. 197페이지의 경고를 참

경로 편집
경로에 경유지를 추가/삭제하거나 경로를 바꾸거나

조하십시오.

왕복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My
 Commute : 통근 기능을 설정합니다. 199
페이지의 통근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

Sync settings : 차와 장비 사이의 동기화 세팅
을 설정합니다.

참고 : 경유지는 NAVIGATION 메인 메뉴의
Destinations(목적지), Enter Address(주소 입력),
Search(검색)에서 선택하여 추가하거나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

Your installed maps :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탑
재된 지도에 대한 정보를 봅니다.

NAVIGATION 메인 메뉴에서 Edit을 터치합니다.
192페이지의 메인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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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Add Waypoint : 현재의 경로에 경유지를 추가
하려면 터치합니다.

내비게이션 설정 메뉴에서 Alerts를 선택 할 수 있

�

경유지 제거 : 현재의 경로에서 경유지를 제거하
려면 휴지통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유지 순서 변경 : 경유지 순서를 바꾸려면 상
향/하향 화살표를 터치합니다.

�

Return Journey : 귀환 경로에 목적지를 설정하
려면 선택합니다.

�

참고 : 귀환 경로에는 먼저 선택한 경유지가 포
함되지 않습니다. 귀환 경로에 경유지가 필요하
면 평소와 같이 경유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휴지통 아이콘			

습니다. 196페이지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Manoeuvre details : 다음에 필요한 조작이 표
시됩니다.

�

Junction view : 차선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교
차로에 접근할 때 작동합니다. 다음 교차로의 차
선 정보가 표시됩니다.

�

Low fuel Automatic Search : 온라인과 오프라
인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

Safety camera : 안전 카메라를 알려 줍니다.

즐겨찾기
보기 옵션
보기 옵션 화면을 열려면 지도에서 지도 선택 아이
콘을 터치합니다. 188페이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장소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을 때 즐겨찾기 추
가 아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장소가 즐겨찾기에 추
가됩니다.
표시된 장소가 즐겨찾기에 있으면 즐겨찾기 수정 아
이콘이 표시됩니다. 즐겨찾기 수정 아이콘을 터치하

본 화면에서는 내비게이션 지도와 안내 표시를 다

면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와 함께 해당 장소의 아이

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콘과 명칭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

2D : 2차원으로 봅니다.

경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는 원하는 즐겨찾기

�

3D : 3차원으로 봅니다.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선택

�

Satellite : 조감도(전경 보기)로 봅니다.

되어 있을 때는 원하는 즐겨찾기 장소를 경유지로

참고 : 본 옵션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 합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인컨트롤 내비게이션 계정이 있으면 차량,
인터넷, 스마트폰 앱의 즐겨찾기가 일치됩니다.

�

다음 조작 : 다음 회전 장소(교차로 포함)를 자세
히 봅니다.

�

경로 개관 : 경로 전체를 봅니다.

즐겨찾기 추가 아이콘		

�

교통 정보(있을 경우) : 위험 구간이나 지체 구간
을 봅니다.

즐겨찾기 수정 아이콘		

�

나침반
: 디지털 나침반을 봅니다. 운전 방향이

각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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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지도 업데이트

Alerts 메뉴에서 원하는 주유소를 저장할 수 있습

참고 : 지도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에는 USB를
분리하지 말고 시동 스위치도 끄지 마십시오(지도
업데이트가 취소되고 시스템에서 지도 데이터가
없어질 수 있음).

니다. 197페이지의 경고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지도 데이터 파일이 크기 때문에 지도를 업
데이트할 때는 USB 3.0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
다.
참고 : 지도 업데이트가 시작되려면 차가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지도 업데이트가 시작된 후에는 차
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지도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내비게이션
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지도 업데이트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가 선택되어 있었을 때는 음성 안내만 제
공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지도 데이터는 업데이트된 지
도 데이터를 USB에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USB를 소켓에 삽입하고 내비게이션 화면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참고 : 지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앞좌석 소
품함에 위치한 USB 소켓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79페이지의 보관 공간을 참조하십시오.

NAVIGATION SETTINGS 메뉴에서 지도에 대한 정
보를 볼 수 있습니다. 196페이지의 설정을 참조하
십시오.

경고 기능은 NAVIGATION SETTINGS 메뉴에서 선
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6페이지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계기판 지도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표시되게 할 수 있습
니다.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표시되면 정보
바에 필수 정보(차량 속도, 연료 레벨, 남은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 등)가 표시됩니다.
계기판 메뉴에서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표시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
뉴를 참조하십시오.

내비게이션
차에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능이 다
수 제공됩니다. 210페이지의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
를 참조하십시오.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
습니다.
참고 :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아래 기능이 작동하려
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

통근 기능. 199페이지의 통근 기능을 참조하십
시오.

�

실시간
교통 정보. 199페이지의 실시간 교통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

유가 정보 서비스. 200페이지의 유가 정보 서비
스를 참조하십시오.

�

도착 모드. 200페이지의 도착 모드를 참조하십
시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면 www.jaguar.com/navigation을 방문하
거나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주유소 검색
연료 레벨이 정해진 레벨 밑으로 떨어지면 운전자
에게 경고가 가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근처의 주
유소를 찾습니다.

참고 : 본 기능은 인터넷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지
만 인터넷 연결로 기능이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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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

온라인 검색. 200페이지의 온라인 검색을 참조
하십시오.

�

위성
뷰. 200페이지의 위성 뷰를 참조하십시오.


�

온라인 경로 탐색. 200페이지의 온라인 경로 탐
색을 참조하십시오.

�

클라우드 동기화. 201페이지의 프로필을 참조하
십시오.

�

도어투도어 경로 탐색. 200페이지의 도어투도어
경로 탐색을 참조하십시오.

�

공유.
201페이지의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NAVIGATION SETTINGS 메뉴에 사용자 설
정 옵션이 있습니다. 이에는 홈 망에 있을 때나 해
외에서 로밍할 때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능을 설정
하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196페이지의 설정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 : 통근 모드에서는 터치스크린에 지도만 표시
되고 음성 안내는 없습니다.
참고 : 통근 기능은 NAVIGATION SETTINGS 메뉴에
서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96페이지의 설
정을 참조하십시오.

실시간 교통 정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방송에 근거한 일반 교통 정
보 시스템보다 훨씬 광범위한 도로의 교통 흐름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므로 수동이나 자동으로
경로를 계획하기가 용이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은 라이브 정보와 과거의 교통 패턴을 근거로 교통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목적지까지 가장
원활한 경로를 탐색합니다.
참고 : 인터넷으로 라이브 정보와 과거의 교통 패
턴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가 교통 속도에 따라 다음 색상으로 표시됩니

통근 기능

다.

통근 모드는 하루중 일정 시간에 일상적으로 시작

�

적색 : 지체 또는 정체

�

황색
: 지체


시스템이 사용자의 통근 경로를 인식합니다.

�

녹색 : 원활

시스템이 사용자의 통근 모드를 학습하려면 다음

�

흑색 : 도로 폐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시간 교통 정보는 경로가 선택되어 있을 때도 표시

하고 종료하는 지점을 갖는 이동 경로를 가리킵니
다. My Commute 기능을 작동시키면 내비게이션

�

시작 지점이 일정하다.

되고 경로가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도 표시됩니다.

�

시작 시간이 현재 시간에서 한 시간 이내이다.

교통 흐름을 고려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

�

종료 지점이 일정하다.

통 흐름을 고려한 경로를 선택하면 목적지까지 교
통이 지체되거나 정체된 구간이 제외된 경로가 표

같은 통근 모드에 사용한 모든 경로가 그룹으로 저

시됩니다. 교통 장애가 있는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

장됩니다.

를 찾는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근 모드에서는 지도에 하이라이트된 경로가 표시

참고 : 운전하면서 업데이트된 교통 정보를 수신하
려면 라이브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되고 학습된 경로가 사용되며 라이브 교통 정보가
제공되고 기존에 사용된 경로 중 가장 빠른 경로가
탐색됩니다.
복수의 통근 모드가 있을 때는 원하는 통근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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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유가 정보 서비스

안전 카메라

POI를 검색할 때 Petrol station을 선택하면 인근의

안전 카메라는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나 사고 위험

주유소가 유가 순서로 표시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장소를 알려 줍니다.

차내 데이터베이스의 유가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 안전 카메라가 사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
니다.

참고 : 유가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지역에 따라 라이브 유가 정보가 표시되는
대신 상대 유가 지수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도착 모드

위성 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현지의 위성 뷰(위성에서 본
모습)를 내비게이션 그래픽에 겹쳐 표시합니다.

으면 도로 사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위성 뷰를 오래 사용하면 모바일 데이터가
많이 소모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한도가 데
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참고 : 도로 사진을 스와이프하는 방식으로 도로
사진을 360°회전시켜 주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경로 탐색

차가 경유지나 목적지에 접근하면 운전자에게 유용
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차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

경유지나 목적지가 주차장일 때 가용 주차 공간이
있으면 터치스크린에 주차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주차 아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주차 공간이 표시됩
니다. 목적지에 주차 공간을 포함시키기 위해 주차
아이콘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원

사용자가 선택한 세팅에 따라 클라우드에서 경로가
탐색됩니다.
이에는 현재의 교통 상황과 현재 시간의 교통 패턴
이 고려됩니다.

래의 목적지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선택하여 현재

도어투도어 경로 탐색

위치에서 해당 목적지끼지 경로 안내를 받을 수도

스마트폰 앱이 있으면 휴대폰과 내비게이션 시스템

있습니다.

을 함께 사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까지의 경
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

스마트폰 앱은 휴대폰을 통해 다음 경로를 안내합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POI에 대한 정보를 볼

니다.

수 있습니다. 차내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많은 정

�

현재의 사용자 위치에서 차량까지(대중 교통 정
보 포함)

�

차량에서 목적지까지

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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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경로에서 운전하는 동안의 안내는 내비게이션 시스

운전자 프로필은 NAVIGATION SETTINGS 메뉴에

템이 맡습니다.

서 인컨트롤 내비게이션에 가입하여 만들 수 있습

참고 :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때 차를 반드시 사용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이 가
려는 장소에 차보다 가까이 있을 때는 시스템이 다
른 교통 수단을 사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니다. 운전자 프로필은 수정, 전환, 리셋이 가능합니
다. 196페이지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인컨트롤 내비게이션에 가입하려면 다음 정보를 제
공해야 합니다.

Route Planner 웹 포털

�

성명


Route Planner 웹 포털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

생년월일


경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거나 원하는 장소(POI, 즐겨

�

국가

찾기 장소 등)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과

�

이메일 주소

�

비밀번호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목적지, 장소, 경로를 일치시
킬 수도 있습니다.
Route Planner 웹 포털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
하면 www.jaguar.com/navigation을 방문하거나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TA 공유
SMS나 이메일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자의 현재 위
치, 목적지, 예상 도착시간(ETA)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운전 시간이 길어지면 메시지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참고 : 인컨트롤 내비게이션에 가입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프로필 정보는 클라우드를 통
해 다른 장비에 저장된 정보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
다. NAVIGATION SETTINGS에서 이를 수동으로
할 것인지 자동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196페이지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어느 프로필을 삭제하면 해당 프로필의 모
든 정보(즐겨찾기 제외)를 검색할 수 없게 됩니다
(즐겨찾기도 클라우드에 저장 됨).

ETA를 알려 주려면 터치스크린의 정보 바에서 ETA
배너를 터치하고 화면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195페
이지의 지도 분할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운전자 프로필
운전자 프로필에 사용자의 세팅과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운전자 프로필 사이에서 쉽
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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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홈페이지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인터넷 페이지는 차가 정지해 있을 때만 표시됩니
다. 차가 움직일 때는 오디오 플레이가 계속됩니다.
웹 브라우저를 처음 사용할 때는 재규어 홈페이지
가 표시되어 즐겨찾기 목록에서 새 홈페이지를 선
택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1. EXTRA FEATURES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돌아
가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즐겨찾기를 보다가
돌아가기 아이콘을 터치하면 웹 브라우저 화면
으로 돌아갑니다.
2. 메뉴 검색 바, 상단 라인, 하단 라인을 숨기려면
화면을 터치합니다. 메뉴 검색 바가 모두 보기/
플러스/마이너스 위젯으로 축소됩니다. 본 위젯
의 위치를 바꾸려면 이를 길게 터치합니다. 본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 줌인하려면 + 아이콘을

페이지가 줌인되어 있을 때는 화면을 길게 터치
하여 보기 영역 내에서 해당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을 짧게 2회 터치하면 페이지
가 원래 크기로 리셋됩니다.
3. 메뉴

검색 바 숨기기/보이기 : 메뉴 검색 바, 상
단 라인, 하단 라인을 숨기려면 터치하고 보이려
면 다시 터치합니다.
4.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열려면 터치합니다.
홈페이지를 설정하려면 별표 아이콘을 터치하여
즐겨찾기 목록을 선택한 후 홈 아이콘을 터치하
여 원하는 홈페이지를 선택하거나 취소하고 뒤
로가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확인합니다.
5. 재로딩 : 표시된 웹 페이지를 재로딩하려면 재로
딩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6. 뒤로가기 : 이전 페이지로 가려면 뒤로가기 아이
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 줌아웃하려면 -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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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
7. 앞으로 가기 : 다음 페이지로 가려면 앞으로 가
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8. 즐겨찾기 : 본 아이콘이 윤곽만 표시되어 있으면
즐겨찾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시된 웹
페이지를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하려면 터치합니

웹 브라우저 설정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Web Browser Settings
를 선택합니다. 화면에 다음 세팅이 표시됩니다.
�

Delete Favourites(즐겨찾가 삭제) : 즐겨찾기
웹사이트를 모두 삭제하려면 선택합니다.

�

Delete Browsing Data(브라우징 데이터 삭제) :
브라우징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려면 선택합니다.

다.
표시된 웹 페이지를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문자입력 상자를 터치하여 웹 페이지 명칭

쿠키와 캐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웹 페이지를 즐
옆의 즐겨찾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표시된 웹

Always Delete Browsing Data on Vehicle
Shutdown(시동 스위치를 끄면 브라우징 데이터

페이지가 이미 즐겨찾기 목록에 있을 때는 해당

모두 삭제) : ON을 선택하면 시동 스위치를 끌

즐겨찾기 아이콘이 하이라이트됩니다.

때 쿠키와 캐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됩니다.

겨찾기 목록에 추가하려면 웹 페이지 명칭/주소

즐겨찾기 목록에서 어느 웹 페이지를 삭제하려
면 해당 웹 페이지 옆의 즐겨찾기 아이콘을 터치

�

참고 :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는 브라우징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후 뒤로가기 아이콘을 터치하여 현재의 웹 페
이지로 돌아갑니다.
9. 검색 바 :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려면 문자입력 상자를 터치합니다. 검색
을 실행하려면 키보드로 키워드나 웹사이트 주
소를 입력하고 OK를 선택합니다. 문자를 삭제하
려면 키보드 화면에서 삭제 아이콘을 길게 터치
합니다.
10. 설정

: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Web Browser
Settings를 터치합니다. Delete Favourites(즐겨
찾기 삭제) 기능과 Delete Browsing Data(브라
우징 데이터 삭제) 기능을 관리하려면 해당 기능
을 터치합니다. 203페이지의 웹 브라우저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듀얼 뷰 기능이 작동할 때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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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컨트롤
음성 컨트롤의 사용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십시오.

음성 컨트롤의 작동을 돕기 위해 아무 때나 다음 명
령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

Help(도움말)

고 음성 세션을 취소하려면 길게 누릅니다.

�

Cancel(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음성 세션이 자동으로 취
소됩니다.

�

Go back(돌아가기)

�

Replay(다시 플레이)

1. 음성 버튼 : 음성 세션을 시작하려면 짧게 누르

� 우선순위가

높은 동작이 있다.

� 터치스크린에
� 일정

경고가 표시되었다.

시간 동안 사용자의 입력이 없다.

2. 명령어 목록 : 팝업창에 나타납니다. 음성 세션
의 단계별 피드백과 가용 명령어가 들어 있습니
다. 원하는 명령어를 말하거나 선택하십시오.
시스템이 음성 명령어를 이해하면 관련 화면이

참고 : 음성 시스템은 다수의 언어를 인식하게 되
어 있지만 이들 언어의 모든 발음 형식(사투리 등)
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 시스템 학습
음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
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나타나 수동으로나 음성으로 음성 세션을 계속

1. 음성 버튼을 짧게 눌러 음성 세션을 시작합니다.

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 상단의 명령어 바에 대

2. 신호음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Voice tutorial이라

화 단계별 가용 명령어가 표시됩니다.

고 말합니다.

3. 현재의 음성 세션을 취소하고 수동으로 작동을
계속하려면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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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컨트롤
HOME 화면에서 EXTRA FEATURES를 선택한 후
Voice와 Tutorial을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
니다. 205페이지의 음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음성 시스템 학습은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려면 팝업 화면에서 취소를 선택하거나 음성

음성 설정
다음 기능은 Voice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7페이지의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

니다. 같은 명령어를 말하는 다른 예를 보려면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음성 버튼을 짧게 누르고 Cancel이라고 말해도 취
소됩니다.

디오 방송국, TV 채널을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올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

Voicetags(음성 태그) : 음성 태그의 범주를 봅
니다. 선택한 시스템의 음성 태그를 관리하려면
원하는 범주를 선택합니다. 127페이지의 추가

음성 태그
사용자는 고유의 음성 태그를 만들어 전화 번호, 라

Commands(명령어) : 명령어의 범주와 예를 봅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

Tutorial(학습) : 자세한 사용 방법을 보려면 선
택합니다. 취소하려면 팝업 화면에서 취소를 선

수 있습니다.

택하거나 음성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음성 태그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 버튼을 짧게 누르고 Cancel이라고 말해도

1. 음성 버튼을 짧게 눌러 음성 세션을 시작합니다.

취소됩니다. 204페이지의 음성 시스템 학습을

2. 신호음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Store Phone

참조하십시오.

voicetag(전화 음성 태그 저장), Store Radio

SETTINGS 팝업 메뉴에서 Voice Settings를 선택

voicetag(라디오 음성 태그 저장), Store TV

합니다. 화면에 다음 세팅이 표시됩니다.

voicetag(TV 음성 태그 저장) 중 하나를 말합니
다.
3. 라디오 음성 태그나 TV 음성 태그를 만들려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국이나 TV 채널을 듣거나

�

인) : On이나 Off를 선택합니다.
�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
�

1. HOME 화면에서 EXTRA FEATURES를 선택합
니다.
2. Voice와 Voicetags를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Voice feedback(음성 피드백) : On이나 Off를
선택합니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방법으로 터치스크린에서 음성 태그를 관리할

Voice Command Confirmation(음성 명령어 확

음성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Voice confirmation
on 또는 Voice confirmation off라고 말합니다.

�

음성 버튼을 짧게 누르거나 Voice feedback on
또는 Voice feedback off라고 말합니다.

3. 음성 태그로 작동시킬 시스템(전화, 라디오, TV)
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의 시청각(문자와 음성) 지시를 따릅니다.
205페이지의 음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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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컨트롤
인컨트롤 개요
인컨트롤은 스마트폰과 차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
여 원격으로 차를 다수의 서비스와 편의 기능에 연
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http://www.land
rover.com/ownership/incontrol/index.html을 방
문하십시오.

인컨트롤 기능
�

�

�

인컨트롤
프로텍트

�

인컨트롤
리모트 에센셜 앱


�

SOS 긴급 통화 서비스

�

재규어 어시스턴스 서비스

�

ERA GLONASS 테스트 절차

인컨트롤 리모트 프리미엄
�

원격 경적 및 라이트

�

차량
보안


�

차량
웨이크업(깨우기)


인컨트롤 시큐어
�

�

�

도난 차량 추적

참고 : 장소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이 완벽하게 이
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차를 양도했을 때는 사용자 자신이 인컨트
롤 계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인컨트롤 프로텍트
인컨트롤 리모트 에센셜 앱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차가 움직일 때 시스템을 조작하면 운
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 : 모든 스마트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규어 인컨트롤 리모트 앱은 iOS 7 이후 버전으로
작동하는 iPhone 5와 v4.0 이후 버전으로 작동하
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지원합니다.

재규어의 인컨트롤 리모트 에센셜 앱 기능을 사용
하려면 스마트폰에 재규어의 인컨트롤 리모트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본 앱은 애플 앱 스토어나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설치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

1.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

인컨트롤 라이브

Jaguar InControl Remote 앱을 검색합니다.

�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인컨트롤 앱

참고 : 인컨트롤 시큐어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컨트롤 프로텍트, 리모트 프리미엄 기능, 프로 서
비스를 사용하려면 인컨트롤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
다. 사용자 이름으로 등록된 인컨트롤 계정이 없을
때는 www.jaguarincontrol.com/owner에 접속하
여 인컨트롤 계정을 만드십시오. 인컨트롤 계정을
만든 다음에 화면의 안내에 따라 인컨트롤 계정을

2. 화면에 나오는 목록에서 Jaguar InControl
Remote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3. 설치가 완료되면 론처를 열고 재규어 인컨트롤
원격 지원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4. 퀵 가이드에 따라 셋업을 완료합니다.
참고 : 사용 가능한 앱의 종류와 기능은 차량 규격
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 운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앱
(게임 앱 등)은 Jaguar InControl Remote 앱에 제
공되지 않습니다.

차에 연결시키면 차에서 위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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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컨트롤
참고 : Apple과 iPhone은 Apple Inc.의 상표로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참고 : Google Play store는 Goog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Jaguar InControl Remote 앱을 사용 하면 원격으
로 차와 통신하여 연료 레벨, 주행 가능 거리, 이동
경로, 도어/윈도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 마지막
주차된 장소와 해당 장소로 가는 경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Vehicle Status 화면이 본 앱의 홈 화면이 됩니다.
본 화면에서는 다음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ecurity Status(보안 상태)

�

Journeys(이동 경로)

�

Assistance(지원)

�

Settings(설정)


Settings(설정)
화면에 보안 상태나 구간 기록이 표시되는 것을 선
택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인컨트롤
계정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SOS 긴급 통화 서비스
SOS 긴급 통화 서비스에는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의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에어백이 전개되는 충돌이 있으면 자동 모드로 긴
급 서비스 센터에 전화가 걸립니다. 충돌이 없는 상
황에서 긴급 지원이 필요할 때는 긴급 통화 버튼을
눌러(수동 모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어느 모드에서나 버튼이 황색으로 깜박이다가 긴급
서비스 센터에서 응답하면 멈춥니다.
차량 위치, 운전자 정보, 문제의 성격이 자동으로
긴급 서비스 센터로 전송되고 긴급 서비스 요원이

Security Status(보안 상태)

현장으로 급파됩니다. 아무 때나 긴급 통화 버튼을

화면에 도어와 윈도의 열림/닫힘 상태와 경보 세팅

눌러 긴급 서비스 요원과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시됩니다.


긴급
통화 버튼은 오버헤드 콘솔에 위
치합니다. 6페이지의 운전자 컨트롤을

Journeys(이동 경로)
화면에 최근에 운전한 구간이 표시됩니다.
참고 : 본 기능은 인컨트롤 설정 화면에서 선택하
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저장된 구간을 보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경
비 계산을 위해 저장된 구간을 .csv 파일로 다운로
드할 수도 있습니다.

Assistance(지원)
화면에 차대번호와 차량 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참조하십시오.
버튼 커버를 눌렀다 놓으면 버튼이 나타나고 버튼
의 적색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긴급 서비스 센터
로 직통 전화를 걸려면 버튼을 2초 누릅니다.
통화를 마친 다음에는 버튼 커버를 다시 눌러 닫으
십시오.
참고 : 다른 나라에서 운전할 때도 SOS 긴급 전화
를 걸 수 있지만 이때는 긴급 지원팀에 차의 상태
와 위치가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지원 센터(차가 고장났을 때)나 차량추적 센터(차를
도난당했을 때)로 직통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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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컨트롤
차량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고장나는 경우에 대비하

사고시 긴급 대응(ERA GLONASS) 테스트 절차

여 2개의 백업 배터리가 본 기능에 사용됩니다. 배
터리는 3년의 수명이 보장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참고 : 러시아, 벨로루시, 카자흐스탄에만 적용됩
니다.

필요가 생기면 메시지 센터에 SOS Limited(SOS 기

본 테스트 절차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능 제한)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배터리를 어떤
종류의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지는 JLR 서비스 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SOS 긴급 통화 서비스 시스템에 결함이 생기면 메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테스트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조건이 충족되
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차 브레이크를 걸었다.

다. 차를 운전할 수는 있지만 신속히 JLR 서비스 센

�

차가 1분 이상 정지해 있었다.

터에 연락하는 것이 권장 됩니다.

�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거나 엔진이 작동한다.

�

긴급
전화를 걸지 않고 있다.


�

신호가 잘 수신된다.

시지 센터에 SOS Limited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

재규어 어시스턴스 서비스
오버헤드

콘솔에 재규어 어시스턴스
서비스 버튼이 위치합니다. 6페이지의

재 규어 어시스턴스 서비스 버튼을

운전자 컨트롤을 참조하십시오.

3~10초 누릅니다.		

고장으로 차가 멈추었을 때 버튼 커버를 눌렀다 놓
으면 버튼이 나타나고 버튼의 백색 LED에 불이 들
어옵니다. 지원 센터로 직통 전화를 걸려면 버튼을
2초 누릅니다. 버튼의 LED가 백색으로 깜박이다가
지원 센터에서 응답하면 황색으로 깜박입니다. 차
량 정보와 차량 위치가 자동으로 지원 센터로 전송
됩니다.
지원 센터에서 사용자가 있는 곳으로 긴급 출동반
을 보내고 사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출동반이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버튼의
LED가 깜박이면 버튼을 눌러 전화를 받으십시오.
통화를 마친 다음에는 버튼 커버를 다시 눌러 닫으
십시오.

3초가 지나면 재규어 어시스턴스 서비
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긴급 통화 버튼
을 30초 이상 누릅니다.
테스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버튼의 LED가 진황색
으로 깜박입니다. 시스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화가 걸립니다. 시스템에 결함이 있으
면 메시지 센터에 SOS System Not Available(SOS
시스템 사용 불가)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SOS System
Not 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JLR 서비
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 신호가 수신되지 않아도 SOS System Not
Available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에는 신호가 잘 수신되는 곳으로 차를 옮기고 다시
테스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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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컨트롤
시동 스위치를 끄거나 차를 300m 이상 운전하면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

분 후에 테스트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

참고 : 테스트 절차를 반복하려면 1차 테스트 절차
를 마친 후 최소 5분을 기다리십시오.

�

연료가
부족하다.


�

배터리가 약하다.

인컨트롤 리모트 프리미엄

�

차가 잠겨 있지 않다.

인컨트롤의 리모트 프리미엄 기능에는 인컨트롤 리

�

윈도, 도어, 보닛, 테일게이트 중에 열린 것이 있
다.

모트 에센셜 앱 기능에 다음 기능이 추가됩니다.
�

원격 경적 및 라이트

�

수동으로 시동을 걸었다.

�

원격 온도 조절

�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

�

원격 차량 열기/닫기

�

도난차량
감시 센터에 도난이 보고되었다.


�

원격 경보 리셋

�

경보가 울린다.

�

차량 웨이크업(깨우기)

�

충돌이 감지되었다.

�

비상등이
켜져 있다.


�

기어가 P에 있지 않다.

�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참고 : 사용 가능한 고급 리모트 앱의 종류와 기능
은 차량 규격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원격 경적 및 라이트
Vehicle Status 화면이 본 앱의 홈 화면이 됩니다.
본 앱은 화면에 Beep and Flash(원격 경적 및 라
이트) 기능이 추가됩니다. 본 기능을 작동시키면 라
이트가 깜박이고 경적이 울려 차를 쉽게 찾을 수 있
게 됩니다.
참고 : 운전자는 경적의 작동에 적용되는 현지 규
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격 온도 조절
원격으로 시동을 걸어 엔진을 최장 30분간 작동시

참고 : 지역에 따라 원격으로 시동을 거는 것이 허
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본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법에 허용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
습니다.
참고 : 본 기능은 원격 온도조절 시스템이 있는 차
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규격이 원격 시
동을 지원하지 않을 때나 원격으로 시동을 거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원격 온도조절 시스
템을 사용하여 실내 온도를 미리 조절할 수 있습니
다.

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 타기 전에 시스템이

차량 보안

실내 온도를 알맞게 만듭니다. Remote Climate 화

사용자가 차를 원격으로 잠그고 열 수 있습니다. 차

면에서 Engine START 버튼을 누르고 PIN을 입력

를 원격으로 잠그고 열 수 없을 때는 전화 화면에 오

하면 원하는 실내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
기능을 사용하려면 PIN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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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컨트롤
차를 원격으로 잠그면 차가 판매된 지역에 허용되
는 최고의 보안 레벨로 차가 잠깁니다.

인컨트롤 시큐어
본 기능은 도난된 차량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운

참고 : 윈도가 열려 있을 때는 차를 원격으로 잠글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격으로 윈도를 닫
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동의 없이 차에 손을 대거나 차를 이동시키

원격으로 차의 잠김을 해제하고 45초 동안 도어나

하거나 인컨트롤 웹사이트에 나오는 전화번호를 돌

테일게이트를 열지 않으면 차가 다시 잠깁니다. 경

려 인컨트롤 시큐어 운영 센터에 연락할 수도 있습

보가 울릴 때는 현재의 위치에서 경보를 리셋할 수

니다.

있습니다.
참고 : 현재 어떤 화면이 나와 있든 경보가 울리
고 경보를 리셋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경보는
Vehicle Security 화면에서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운전자는 차를 단단히 잠그고 차의 위치를
알아 놓을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웨이크업(깨우기)
마지막 엔진 정지 후 96시간이 지나면 리모트 프리
미엄 시스템이 저전원 모드로 들어 가는데 이는 배
터리 전원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차를 장기간 주차해 놓을 때는(휴가나 출장을 떠날

면 인컨트롤 시큐어 운영 센터에서 운전자에게 연
락이 갑니다. 재규어의 인컨트롤 리모트 앱을 사용

차를 정비할 때는 서비스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차를 운반할 때는 운송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송 모드를 선택할 때는 재규어의 인컨트롤 리모
트 앱이나 인컨트롤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운송
모드나 서비스 모드를 선택하면 차를 운반하거나
정비할 때 도난 경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www.jaguar
incontrol.com/owner를 방문하십시오.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

때 등) 차량 웨이크업 기능을 작동시켜 원하는 날에

라이브

리모트 프리미엄 시스템이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

라이브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기능을 인포테인먼트

다. 30일 이내에서 아무 날이나 선택하십시오. 차량

시스템에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웨이크업 기능을 설정하면 60시간 후에 리모트 프

이의 예로 날씨(Weather), 항공편 추적기 (Flight

리미엄 시스템이 저전원 모드로 들어가 웨이크업을

Tracker), 뉴스 피드(News Feeds) 같은 것이 있습

위해 배터리 전원이 보존됩니다.

니다.

참고 : 리모트 프리미엄 시스템이 꺼졌을 때는 차
량 웨이크업 기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라이브 서비스/기능이 다
릅니다. 일부 라이브 서비스/기능을 사용하려면 인
컨트롤 계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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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컨트롤
참고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www.jaguar
incontrol.com/owner를 방문하십시오.

커넥티드 내비게이션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의 일부 기능은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을 사
용하려면 인컨트롤 내비게이션 계정이 필요합니다.
본 계정을 만들려면 www.jaguarincontrol.com/
owner를 방문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기능

참고 : 위성 뷰를 오래 사용하면 모바일 데이터가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
한도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인컨트롤 앱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차가 움직일 때 시스템을 조작하면 운
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

실시간 교통 정보

�

연료
가격 서비스


�

주차 서비스

�

온라인 검색

�

안전
카메라


�

위성 뷰

�

스트리트 뷰

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Jaguar InControl Apps 앱

�

온라인
경로 안내


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인컨트롤 경로 플래너)을 사용한 도
어투도어 경로 탐색

앱의 다운로드와 설치

�

ETA, 장소, 목적지 공유

�

클라우드 동기화

자세한 것은 188페이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참
조하십시오.
인컨트롤 프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송수신

참고 : 모든 스마트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규어 인컨트롤 앱은 iOS 7 이후 버전으로 작동하
는 iPhone 5와 v4.0 이후 버전으로 작동하는 안드
로이드 스마트폰을 지원합니다.

인컨트롤 앱은 터치스크린을 통해 스마트폰의 앱을
보고 작동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인컨트롤 앱을 사용하기 전에 애플 앱 스토어나 구

1. 애플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Jaguar InControl Apps 앱을 검색합니다.
2. 화면에 나오는 목록에서 Jaguar InControl
Apps를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3. 설치가 완료되면 론처를 열고 재규어 인컨트롤
앱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 가능한 마이크로 SIM을 차에 설치해야 합니다.

4. 퀵 가이드에 따라 셋업을 완료합니다.

센터 콘솔에 SIM을 삽입하는 슬롯이 있습니다.

참고 : 사용 가능한 앱의 종류와 기능은 차량 규격
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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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컨트롤
참고 : 운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앱
(게임 앱 등)은 Jaguar InControl Apps 앱에 제공
되지 않습니다.
참고 : Apple과 iPhone은 Apple Inc.의 상표로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참고 : Google Play store는 Google Inc.의 등록상
표입니다.

다운로드와 설치를 마친 후 Jaguar InControl
Apps를 선택하면 Apps 화면에 호환되는 앱의 두
가지 목록(설치되지 않은 앱 목록과 설치된 앱 목
록)이 나옵니다. 설치되지 않은 앱 목록에는 아무
때나 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전체를 보려면
우측으로 스크롤합니다. 원하는 앱을 클릭하면 해
당 앱이 설치되고 설치된 앱 목록에 해당 앱이 나타
납니다.
Vehicle layout(차량 레이아웃) 화면에 앱이 터치
스크린에 어떻게 표시되는지가 표시됩니다. 본 화
면에서 앱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꿀
앱의 아이콘을 끌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기십시오.
Options 메뉴는 퀵 가이드를 보고 키보드를 원하는
언어에 맞게 바꾸며 내비게이션 기능을 선택하고
FAQ를 보는데 사용합니다.
터치스크린에서 앱을 보려면 휴대폰과 함께 제공
된 USB 케이블로 휴대폰을 USB 소켓(센터 콘솔)에
연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터치스크린에서 HOME
메뉴를 선택해야 합니다.
앱이 나타나지 않으면 EXTRA FEATURES 영역으
로 가서 InControl 옵션을 선택하고 다시 View나
Bluetooth Settings를 선택 합니다.
휴대폰이 차내 블루투스 시스템과 페어링되어 있어
야 합니다. 183페이지의 휴대폰을 사용한 페어링과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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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연결

2. 차내 와이파이 핫스팟의 명칭과 비밀번호를 불

연결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와이파이
핫스팟 : 차에 와이파이 핫스팟을 만들

어 와이파이 장비(태블릿, 랩탑, 스마트폰)를 인
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차내 와이파이 장비
사이에서 미디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

와이파이
: 외부 와이파이 망을 사용하여 차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데이터 :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마이크
로 SIM 카드로 모바일 망에서 차를 인터넷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마이크로
SIM 카드나 외부 와이파이 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
는 차량도 있는데 이런 차량에서는 와이파이 핫스
팟이 차내 와이파이 장비 사이에서 미디어를 공유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연결 설정

러오려면 hotspot settings를 선택합니다. 핫스
팟 명칭은 차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새로고침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새 비밀번호가 생성됩니다.

3. 장비를 차내 핫스팟에 연결하려면 장비의 와이
파이를 켠 후 차내 핫스팟의 명칭을 선택하고 비
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와이파이 연결
1. 와이파이를 켜려면 ON을 선택합니다.
2.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망을 보려면 Add를 선택
합니다.
3. 알려지지

않은 망에 연결하려면 해당 망의 명칭
을 선택합니다. 와이파이 망이 비밀번호로 보호
되어 있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키보드가 나
타납니다.
4. 알려진

망에 차를 연결하려면 해당 망을 선택하
고 Connect를 터치합니다. 해당 망과의 연결을
취소하려면 Forget을 터치합니다.

시스템은 안전할 때만 조작하고 보십시
오.

5. 숨겨진

망에 차를 연결하려면 망 목록에서 Add

연결 설정은 터치스크린에서 접속합니다. 설정 아

Network를 선택하고 망 명칭, 보안 형식, 비밀번

이콘을 선택하여 SETTINGS 팝업 메뉴를 열고
All Settings와 Features를 순서대로 선택한 후
Connectivity를 선택하십시오. 129페이지의 시스
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CONNECTIVITY 메뉴 화면에 Hotspot 세팅, Wi-Fi
세팅, Mobile Data 세팅이 표시됩니다.
핫스팟 연결
1. 차에 핫스팟을 만들려면 ON을 선택합니다.

호를 입력한 후 Connect를 누릅니다.
모바일 데이터 연결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
한 마이크로 SIM 카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214페이
지의 SIM 카드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1.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2. 약관에 동의하려면 Agree를 선택합니다.
참고 : 화면 상단에 아이콘으로 모바일 데이터
가 연결되었음이 표시됩니다. 214페이지의 연
결 상태 아이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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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3. 다음 옵션을 사용하려면 Mobile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Network provider : 삽입된 SIM의 망 사업자가 표

연결 상태 아이콘
화면 상단의 아이콘으로 셀 연결 형식과 와이파이
연결 형식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시됩니다. APN 세팅을 바꾸려면 망 사업자의 이름

연결중				

을 선택하여 NETWORK PROVIDER 화면을 열고
Auto Select를 OFF로 설정한 후 망, 사용자 이름,

E(에지) 모바일 망 연결		

비밀번호를 추가하고 Connect를 선택합니다.
Roaming : 데이터 로밍은 OFF로 설정되어 있습니

2G 모바일 망 연결			

다. 데이터 로밍을 가능화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Usage Limit : 데이터 사용 한도는 OFF로 설정되

3G 모바일 망 연결			

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 한도를 적용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망 미연결			

Usage : 사용량 카운터에 월별 데이터 사용량이
표시됩니다. 사용량 카운터는 매월 1일에 리셋됩니
다. 데이터 사용 한도를 ON으로 설정하면 데이터


차를
외부 핫스팟에 연결하면 셀 아이

사용 한도도 표시됩니다.

콘 대신 와이파이 아이콘이 표시됩니

데이터 사용 한도나 월별 리셋일을 바꾸려면

다.

Usage를 선택합니다. 현재의 사용량을 0으로 리셋
할 때는 리셋 카운터를 사용합니다.
SIM PIN : 삽입된 SIM의 PIN을 설정하거나 바꿀 수

참고 : 망에 따라 강한 3G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기능/서비스(와이파이 포함)의 일부나 전부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SIM 카드 연결

SIM PIN 기억하기

SIM 카드 리더 슬롯에 마이크로 SIM 카드를 삽입해

1. SIM PIN을 기억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야 합니다. SIM 카드 리더 슬롯은 센터 콘솔에 위치

2. SIM PIN을 잊으려면 OFF를 선택합니다.

About

합니다.
SIM 카드 리더에는 마이크로 SIM 인터페이스가 사
용됩니다.

MAC 주소와 IMEI 번호를 불러오려면 CONNECTIVITY
메뉴 화면에서 About을 선택합니다.
모든 연결 설정을 기본 상태로 리셋하려면 Reset을
선택하고 다시 Ye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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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마이크로 SIM 카드를 설치하려면 이를 접점이 위로
오고 짧은 부분이 밖을 향하게 하여 리더 슬롯에 삽
입합니다. 올바로 삽입하면 돌출하지 않게 됩니다.
SIM 카드를 홀더에 정확히 위치시키지
않으면 SIM 카드나 홀더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SIM 카드를 리더 슬롯에서 꺼내려면 안으로 가볍게
밀었다 놓습니다.
참고 : 일부 모바일 망 사업자들은 SIM 카드를 특
정 장비에서만 작동하도록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
렇게 설정된 SIM 카드를 해제하려면 해당 모바일
망 사업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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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안전 주의사항

유연 연료, 납대용물이 함유된 연료(망
간계 연료 등), 연료 첨가제는 배출가스

주유할 때 담배를 피우거나 불꽃을 조
작하거나 스파크를 일으키면 화재나 폭
발이 일어나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연료 증기를 발화원에 노출시키면 화재
나 폭발이 일어나 사람이 중상이나 치
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유할 때 엔진을 끄지 않으면 고열과
스파크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유할 때 개인 전자장비(휴대폰, 뮤직
플레이어 등)를 끄지 않으면 화재나 폭
발이 일어나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에 연료를 과도하게 채우면
차가 움직일 때 연료가 누출될 수 있습
니다. 기온이 높아 연료가 팽장 되어도
연료가 누출될 수 있습니다.
비상 연료는 연료 전용 용기에 넣으십
시오. 연료 전용 용기에 연료를 채울 때
는 용기를 차에서 꺼내십시오. 이와 같
이 하지 않으면 연료가 누출되어 화재
가 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보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
용하지 마십시오.
재규어 랜드로버의 승인이 없는 연료
시스템 세척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옥탄가
가솔린 엔진 차량은 옥탄가 95 이상의 고급 무연
연료를 사용할 때 최상의 성능, 연비, 운전성을 제
공합니다.
옥탄가 95 이상의 고급 무연 연료를 사용할 수 없
을 때는 옥탄가 91 이상의 일반 무연 연료를 사용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엔진 성능이 떨어지고 연비가
낮아지며 노킹이 일어나고 운전성이 나빠질 수 있
습니다.
옥탄가가 91에 미달하는 연료를 사용하
면 엔진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가속할 때나 오르막길을 갈 때 가끔씩 가벼
운 노킹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권장 옥탄가의 연료를 사용할 때 지속적으로 큰 노
킹이 일어나거나 평탄한 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전할 때 크고 작은 노킹이 일어나면 JLR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점검받으십시오. 그대로 두면 차를

주유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주의 사항을

오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차량 보증이 적용되지 않

잘 지키십시오. 표시된 경고문을 잘 읽고 지키십시

게 됩니다.

오.

엔진 성능에 의문이 있으면 항상 JLR 서비스 센터

가솔린 엔진 차량

에 연락하십시오.
옥탄가 95의 무연 연료 대신 옥탄가 98의 수퍼 그

EN228 규격(또는 동급 현지 규격)에 부

린 플러스(Super Green Plus) 무연 연료(공급될 경

합하는 고품질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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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에탄올

규정 연료 이외의 연료로 운전함으로
E85 연료(에탄올 함량 85%)는 엔진과
연료 시스템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으
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에탄올 함량이 10%를 초과하는 연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에탄올이 10% 이하 함유된 연료(E5 연료와 E10 연
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연료의 옥탄가가 무연 연료에 권장되는
옥탄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허용된 양의 에탄
올을 함유한 연료를 사용하면 엔진의 작동이 영향
을 받지 않습니다. 차의 움직임이 차이를 보이면 에
탄올이 함유되지 않은 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메탄올

인한 차량 손상에는 차량 보증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유럽 표준 EN590(또는 동급)에 부합하는 고품질 디
젤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유럽 표준 EN590에 따라 혼합비가 7%
이하인 바이오 디젤 연료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혼합비가 7%를 초과하는 바
이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
되지 않습니다.
디젤 연료의 품질과 규격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
가 납니다. 항상 고급 디젤 연료를 사용하거나 판매
되는 디젤 연료 중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품질 디젤 연료를 사용해야 엔진 구성품의 수명

메탄올이 함유된 연료는 가능하면 사용
하지 마십시오.
메탄올을 함유한 연료를 사용하면 엔진과 연료 시
스템이 크게 손상될 수 있는데 이에는 차량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MTBE(메틸 3차 부틸 에테르)
MTBE라는 산소처리제를 함유한 무연 연료는
MTBE의 비율이 15%를 초과하지 않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TBE는 석유에서 추출된 에테르계의
화합물로서 일부 정유업체가 연료의 옥탄가를 개선
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젤 차량

이 길어집니다. 품질이 낮은 디젤 연료는 엔진 구성
품에 해로운 유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품질
이 낮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면 배기 파이프에서 밝
은색 연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첨가제를 오래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디젤 연료에 파라핀이나 가솔린을 섞지 마십시오.

유황 함량
규격이 맞지 않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
면 엔진이나 DPF가 크게 손상될 수 있
는데 이에는 차량 보증이 적용되지 않
습니다. 현지 디젤 연료의 규격에 의문
이 있을 때는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실수로 디젤 대신 가솔린을 채웠을 때
는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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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차에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DPF(디

DEF를 보충할 때는 DEF의 규격이 맞

젤 파티클 필터)가 장착되어 있을 때는

는지 확인하십시오. 규격이 맞지 않는

EN590-EU4 규정이나 WWFC(세계연

DEF로 보충하면 차가 크게 손상될 수

료헌장) 규정에 따라 연료의 유황 함량

있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는 DEF로 보

이 0.005%(50ppm)를 초과하지 않도록

충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해야 합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DPF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사

DEF를 과도하게 보충하면 DEF 시스템

용하는 디젤 연료는 유황 함량이 0.3%

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3,000pp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용 차량에 사용되는 고압 DEF 노즐

일부 국가의 디젤 연료는 유황 함량이 위 수치보다

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DEF 시스템은

높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디젤 연료를 사용할 때는

고압으로 DEF를 보충하게 되어 있지

엔진과 DPF가 받는 나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차를

않습니다. DEF 시스템에 고압으로 DEF

보다 자주 정비해야 합니다. 현지 디젤 연료의 규격

를 보충하면 차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

에 의문이 있을 때는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

니다.

시오.

디젤 차량에는 DEF 탱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젤 배기액(DEF)

DEF는 배출가스를 정해진 레벨로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DEF는 AdBlue, AUS 32, ARLA 32

DEF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AdBlue는 Verband der

용기 라벨에 나오는 안전 주의사항을
잘 읽어 보십시오.

현재의 차량 위치에 따라 차에 DEF 시스템을 갖추

DEF는 원래의 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
십시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보관 방
법과 취급 방법을 잘 따르십시오.
DEF는 강한 냄새가 나며 옷이나 내장
재에 얼룩을 남길 수 있으므로 보충할
때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흘렸

Automobilindustrie e.V.(VDA)의 등록 상표입니다.
는 것이 법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규
격이 맞는 DEF가 없이 차를 운행하면 법을 위반하
는 것이 됩니다. DEF는 항상 규격이 맞는 것을 정
해진 양만큼 사용하십시오. 286페이지의 윤활유와
용액과 290페이지의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상황에 따라 DEF 소모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평균
소모량은 800km당 1리터이지만 운전 방식, 도로
상태, 날씨에 따라 소모량이 배가될 수도 있습니다.

을 때는 신속히 깨끗한 물로 씻어내십

다음 방법으로 메시지 센터에서 DEF 탱크가 빌 때

시오.

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리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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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1. 시동 스위치를 켭니다. 엔진을 작동시키지는 마

DEF 탱크는 JLR 서비스 센터에서 채우는 것이 권

십시오. 84페이지의 시동 스위치 켜기를 참조하

장됩니다. 필요시 사용자가 다음 방법으로 DEF를

십시오.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2. 스티어링휠의 OK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로 갑니
다.
3. 스티어링휠의 하향 화살표를 눌러 Service로 스
크롤합니다.
4. OK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5. Next Service로 스크롤합니다.
6. OK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남은 DEF
로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표시됩니다.

시동을 다시 걸려면 최소한 표준 리필병(1.9 리터)
2개 분량의 DEF를 보충해야 합니다. 표준 리필병은
JLR 서비스 센터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DEF 보충하기
DEF 탱크를 찾습니다. 239페이지의 유액 주입구의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탱크 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DEF 레벨이 낮아짐에 따라 메시지 센터에 몇 가지
메시지가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

첫
 번째 메시지는 DEF가 보충이 권장되는 레벨
에 도달했음을 가리킵니다.

�

두 번째 메시지는 진황색 경고 아이콘을 수반하
며 DEF 탱크를 채울 것을 가리킵니다.

�

세
 번째 메시지는 DEF 탱크가 빌 때까지 남은
거리를 카운트다운합니다. DEF 탱크가 비면 시
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

네 번째(마지막) 메시지는 적색 경고 아이콘을
수반하며 남은 거리가 없을 때 나타나고 DEF를
보충할 때까지 시동이 걸리지 않음을 가리킵니
다.

참고 : DEF 레벨이 낮아지면 메시지 센터에 이를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신속히 DEF 탱크를
채우십시오. JLR 서비스 센터에 가면 DEF 탱크를
채울 수 있습니다.

1. 리필병을 주입구에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시킵니다.
2. 리필병 베이스를 눌러 리필병의 DEF를 탱크로
완전히 옮깁니다.
3. 리필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4. 두 번째 리필병으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5. 탱크 캡을 씌우고 손힘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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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DEF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 메시지가 적색 경고
아이콘과 함께 나타나면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
에 연락하십시오. 이의 원인에는 DEF 시스템의 오
작동, 규격이 맞지 않는 DEF, 낮은 DEF 품질 등이
있습니다. 57페이지의 디젤 배기액(DEF) 경고등(적
색)과 59페이지의 디젤 배기액(DEF) 경고등(진황
색)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기온이 매우 낮을 때(-10℃ 이하)는 탱크의
DEF가 얼어 보충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차를
따뜻한 곳(차고 등)으로 옮겨 DEF를 녹인 후에 보
충하십시오. 기온이 매우 낮을 때는 DEF를 보충한
후 차를 최고 1시간 운전해야 DEF 부족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참고 : 시동을 걸거나 끌 때 DEF 펌프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정상입니다.
참고 : DEF를 보충한 후에 엔진/변속기 경고등(진
황색)이 켜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동을 걸
고 엔진을 30초 작동시켰다가 끄는 동작을 3회 반
복하십시오.

연료 소진
연료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

디젤 차량에는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는 연료캡을 열
면 주유구 안에 보이는 금속 플랩으로 되어 있습니
다.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있는 차량은 연료통
으로 연료를 보충할 때 차에 제공된 깔때기를 사용
해야 합니다. 깔때기를 주유구에 똑바로 완전히 끼
워 금속 플랩이 열리게 하십시오. 222페이지의 디
젤 차량의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를 참조하십시
오.
참고 : 연료가 소진되었을 때는 JLR 서비스 센터에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료 내 수분

료가 소진되면 엔진, 연료 시스템, 배출

메시지 센터에 연료 내 수분 경고 메시

가스 컨트롤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

지가 나타나면 연료 시스템에 물이 많

니다.

이 고인 것입니다. 신속히 JLR 서비스

연료가 소진된 후에 시동을 걸려면 적어도 4리터의
연료가 필요합니다. 221페이지의 연료 플랩을 참조
하십시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디젤 엔진

연료를 보충한 다음에는 시동 스위치를 켜 놓고 5

연료가 소진되면 연료 시스템으로 공기

분을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시동을 건

가 유입되어 연료 분사 시스템이 크게

다음에는 1.5~5km를 운전하여 엔진 관리 시스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JLR 서비

과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리셋해 주어야 합니다.

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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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디젤 차량에는 연료 탱크가 비는 것을 방지하는 시

연료 플랩

스템이 있습니다. 연료 레벨이 최소 한도로 낮아

연료 플랩 안쪽에 적힌 안내문에 유의
하지 않으면 사람이 중상이나 치명상을
입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지면 시스템이 출력 감소 모드를 작동시킵니다(엔
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이런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하면 엔진이 꺼집니다.
연료 게이지에 연료 레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거
나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지면 신속히 연료를 보충
하십시오. 61페이지의 연료 부족 경고등(진황색)을
참조하십시오.
연료 탱크가 비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작동했
을 때는 신속히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안전한 범
위 내에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조심스럽게 운전
해 가서 최소 4리터(시동을 거는 데 필요한 연료량)
의 연료를 보충하십시오. 연료를 보충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브레이크 페달을 단단히 밟습니다.
2. START/STOP 버튼을 길게 눌러 엔진을 5초 크
랭킹합니다.
3. START/STOP 버튼을 놓습니다.
4. 브레이크 페달(클러치 페달)을 밟고 START/
STOP 버튼을 눌렀다 놓아 엔진을 크랭킹합니다.
5초 내에 시동이 걸려야 합니다.
참고 : 5초 내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시동 스위
치를 켜고 10초를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다시 반복
하십시오.
엔진을 연속해서 30초 이상 크랭킹하지
마십시오.

연료 플랩은 차량 우측에 위치합니다.
1. 연료 플랩 뒷부분을 눌러 연료 플랩을 해제합니
다.
2. 연료 플랩을 당겨 엽니다. 연료 플랩 안쪽에 차
에 맞는 연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3. 연료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엽니다.
4. 연료캡을 그림과 같이 연료 플랩 연결대에 걸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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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주유구에 연료캡을 끼울 때는 찰칵소리가 날 때까

디젤 차량의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

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연료캡을 끼운 다음에는 연료 플랩을 닫고 단단히
눌러 고정시킵니다.

주유기
주유할 때는 윈도, 도어, 선루프를 모두
닫으십시오. 차에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있을 때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면 경사로, 햇빛
이 쪼이는 곳, 외부 온도가 높은 곳에
주차했을 때 연료가 팽창하여 넘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 차량에는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있
을 수 있습니다.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는 연료캡
을 열면 주유구 안에 보이는 금속 플랩으로 되어 있
습니다.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는 연료 탱크에 맞
지 않는 연료(예 : 가솔린)를 넣는 것을 방지합니다.

연료 펌프에 적힌 정보를 보고 주유하

크기가 맞는 디젤 주유기 노즐을 그림과 같이 주유

는 연료가 차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십

구에 똑바로 깊이 삽입하면 금속 플랩이 열립니다.

시오.
주유기 노즐을 주유구에 완전히 삽입하
십시오.
차에 맞지 않는 연료를 넣었을 때는 시
동을 걸지 말고 JLR 서비스 센터에 연
락하십시오.
주유기에는 연료가 넘치는 것을 막는 차단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출 때까
지 주유하십시오.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추면 더 이
상 주유하지 마십시오.

참고 : 연료통으로 연료를 보충할 때는 차에 제공
된 깔때기를 사용하십시오. 220페이지의 연료 소
진을 참조하십시오.

디젤 차량의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작동하면
주유구에서 연료가 배출될 수 있습니
다.
디젤 차량은 주유구에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상용 디젤 차량용 주유기는 일반 주유기보
다 빠른 속도로 작동하므로 연료 차단장치가 빨리
작동하고 연료가 누출될 수도 있습니다. 주유기는
경차용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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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이런 차량의 주유구에 직경이 작은 주유기 노즐(가
솔린용)을 삽입하면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작
동하여 주유구가 닫힙니다.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
기가 작동하면 주유구에 황색 보호판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차에 제공된 리셋 공구를 사용하여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를 리셋해 주어야 합니다.
공구 키트에 리셋 공구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 : 가솔린 주유기 노즐을 주유구에 깊이 삽입
하지 않으면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운전자는 연료 탱크에 맞는 연료를 채울 책
임이 있습니다.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는 차에
맞지 않는 연료를 채울 위험을 줄여 주기만 합니
다.
참고 : 일부 연료캔 노즐이나 구형 주유기 노즐도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리셋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셋 공구를 톱니가 위로 오게 하여 주유구에 완
전히 삽입합니다.
2. 리셋 공구 상단을 눌러 톱니부를 물립니다.
톱니부가 물린 상태로 리셋 공구를 비
틀지 마십시오.
3. 리셋 공구를 주유구에서 천천히 빼면 패시브 주
유 착오 방지기가 리셋됩니다.
참고 : 주유구 안에서 황색 보호판이 보이지 않아
야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가 리셋된 것입니다.

리셋 공구를 공구 키트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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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와 주유
연료탱크 용량
연료가 소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료 게이지에
연료 탱크가 빈 것으로 나타날 때는 운전을 삼가십
시오. 연료 게이지에 연료 탱크가 빈 것으로 나타날
때 주유하면 연료 탱크에 소량의 연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연료 탱크의 최대 용량만큼 주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90페이지의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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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길들이기
본 차량은 고정밀 제조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지만
엔진의 움직이는 부품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길들이

길들이기 기간이든 아니든 항상 다음을 지키십시
오.
�

기가 필요합니다. 길들이기에는 3,000km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주행거리가 3,000km에 이를 때까지 다음을 지키십

엔진이 정상 작동온도에 이를 때까지 엔진 속도
가 4,000rpm을 초과하지 않게 합니다.

�

저속에서 높은 기어를 선택하여 엔진에 부담을
주는 일을 피합니다.

시오.
�

상온 시동을 걸고 짧은 거리를 자주 운전하는 것
을 피합니다.

�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합니다.

�

출발할 때나 출발한 후에 가속 페달을 깊이 밟지
않습니다.

�

엔진 속도를 높이고 오래 운전하는 일이나 급히
정차하는 일을 피합니다.

�

경주에 참가하지 않습니다(스포티하게 운전하지
않음).

주행거리가 2,000km에 이를 때까지는 위에 추가하
여 다음을 지키십시오.
�

에어컨
어떤 경우에도 공인 정비사가 아닌 사
람이 에어컨 시스템의 구성품을 서비스
하거나 분리하거나 교체해서는 안됩니
다. 냉매가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
시오.
에어컨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때는
OEM 제품과 같은 신품 중 SAE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도
움이 필요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에어컨 시스템에는 지구 온난화 효과(GWP)가 적

엔진 속도와 차량 속도를 자주 바꾸면서 운전하

은 Tetrafluoropropene 냉매인 HFO-1234yf(R-

되 엔진 속도가 4,500rpm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1234yf)가 들어 있습니다. 에어컨 시스템은 밀봉되

차량 속도가 170km/h를 초과하지 않게 합니다.

어 있습니다(연간 누출률 3%).

주행거리가 2,000km와 3,000km 사이일 때는 다음
을 지키십시오.
�

엔진 속도와 차량 속도를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

엔진 속도를 5,000rpm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짧은 시간으로 제한합니다(다른 차를 추월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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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엔진룸에 표시된 아래 심벌은 에어컨 냉매에 적용

자가 정비

되는 것입니다.

오일 레벨이 너무 낮거나 갑자기 낮아
지거나, 타이어가 불규칙하게 마모되면

에어컨 심벌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
시오.
윤활유 심벌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품목 외에 자주 점검해야 하
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품목은 다음에 나오
는 정보를 참조하여 차주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일 점검 품목
�

라이트, 경적, 방향지시등, 와이퍼, 워셔, 경고등
의 작동 상태

가연성 냉매			

�

안전벨트와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

차밑에 액체가 고이는지 여부(액체가 고이면 누
출이 있을 수 있음). 에어컨에서 물방울이 떨어

에어컨을 정비하려면 공인 정비사 필요

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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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주간 점검 품목
�

엔진 오일 레벨

�

냉각수 레벨

�

브레이크액 레벨

�

파워스티어링 오일 레벨

�

워셔액 레벨

�

타이어의 공기압과 상태

�

에어컨의 작동 상태

DPF의 재생
일부 운전 조건(잦은 단거리 운전, 교통 정체, 낮은
기온 등)에서는 DPF의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메시지 센터에
경고 아이콘이 다음 색상으로 나타납니다.

�

초과하는 속도로 20분을 운전하면 DPF가 재생
됩니다.

참고 : 차를 고속으로 장시간 운전할 때는 엔진 오
일 레벨을 보다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 : 위와 같이 운전하여 DPF를 재생하지 않
으면 차량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DPF를
계속 재생하지 않으면 황색 경고 아이콘이 황색
에서 적색으로 바뀌는데 이런 경우에는 DPF를
교체해야 합니다.

디젤 파티클 필터(DPF)
DPF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배출가스가 보다 잘 관
리됩니다. 일상적으로 운전하면 배기가스에 들어
있는 디젤 입자가 DPF에 포집됩니다.
운전 조건에 따라 300~900km를 운전할 때마다
자동으로 DPF가 재생(자가 클리닝)됩니다.
단, DPF가 재생되려면 엔진이 정상 작동온도에 있
을 때 차를 60km/h에서 112km/h 사이에서 일정
한 속도로 운전해야 합니다. DPF가 재생되는 데는
10~20분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 이보다 낮은 속
도에서도 DPF가 재생될 수 있습니다. 평균 차량 속
도가 50km/h 정도로 떨어지면 DPF의 재생에 보다

주황색 : DPF의 재생이 필요합니다. 60km/h를

�

녹색 : DPF의 재생이 완료되었습니다.

�

적색 : DPF가 포화되었습니다.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참고 : DPF가 재생될 때는 평소보다 연료가 약간
많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참고 : 평상시 유황 함량이 높은 디젤 연료를 사용
하면 DPF가 재생될 때 배기 파이프에서 연기가 나
올 수 있는데 이는 유황이 연소되는 데 기인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가능하면 유황 함량이 낮은
디젤 연료를 사용하십시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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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도난방지 시스템
도난방지 시스템에 변경을 가하거나 장
비를 추가하면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
킬 수 있습니다.

에어백 시스템
에어백 시스템의 구성품은 전기적 간섭
이나 물리적 간섭에 민감합니다. 전기
적 간섭이나 물리적 간섭이 있으면 시
스템이 쉽게 손상되고 에어백이 예기치
않게 작동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에어백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조
언을 구하십시오.
�

전자 장비(휴대폰, 양방향 무전기, 차량 엔터테인
먼트 시스템 등)를 설치한다.

�

차량 전면에 액세서리를 부착한다.

�

차량 전면을 개조한다.

�

에어백 시스템 구성품 주변의 장치(스티어링휠,
스티어링 칼럼, 필라 트림, 루프 라이닝, 도어 트
림, 계기판 등)나 와이어를 제거하거나 수리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개조를 실시한다.

�

계기판이나 스티어링휠을 개조한다.

부품과 액세서리
차에 승인 없는 부품/액세서리를 부착
하거나 차를 무단으로 개조하지 마십시
오.
본 차량은 루프 랙을 설치하게 되어 있
지 않습니다. 루프 랙을 설치하면 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고에서의 안전
운전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엔진이 식을 때까지 배기 시스템이나
냉각 시스템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엔진을 작
동시켜 놓지 마십시오.
차를 잭으로만 받쳐 놓았을 때는 차밑
에서 작업하지 마십시오.
손이나 옷자락을 구동벨트, 풀리, 팬에
서 멀리 하십시오. 일부 팬은 엔진이 정
지한 후에도 작동합니다.
엔진룸에서 작업할 때는 금속 팔찌 등
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엔진이 작동하거나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을 때는 전선이나 전기부품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공구나 차의 금속부에 배터리 케이블이
나 배터리 단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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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폐 엔진 오일
엔진 오일에 장시간 접촉하면 피부염이
나 피부암과 같은 질환이 유발될 수 있
습니다. 엔진 오일에 닿은 부위는 깨끗
이 씻으십시오.
배수시설, 수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은 불법입니
다. 폐유나 독성 화학물질의 처리는 공인 폐기물 처
리장에 맡기십시오.

보닛 열기

보닛 닫기
보닛을 안전캐치에만 걸고 운전하지 마
십시오.
1. 안전 캐치가 물릴 때까지 보닛을 내린 후 좌우
캐치에서 찰칵소리가 날 때까지 양손으로 보닛
을 누릅니다.
2. 보닛 좌우를 위로 당겨서 좌우 캐치가 잘 물렸는
지 확인합니다. 보닛이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엔진룸 커버 제거하기

보행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는
보닛을 열지 마십시오.

1. 앞좌석 다리공간 좌측의 핸들을 당깁니다.
2. 보닛 앞모서리 중앙부 밑에 위치한 레버를 당기
고 보닛을 들어올립니다.

1. 커버를 고정시키는 4개의 회전식 클립을 풀어
제거합니다.
2. 커버 가장자리를 들어올리면서 당겨 커버를 분
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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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엔진룸 커버 설치하기

전구 교체하기

먼저 엔진룸 커버와 케이스 사이에 파

모든 램프가 LED형이거나 제논형이기

이프, 케이블 등이 끼지 않는지 확인하

때문에 전구를 교체하려면 JLR 서비스

십시오.

센터로 가야 합니다.

1. 커버를 케이스에 씌웁니다. 4개의 구멍을 맞추십
시오.
2. 커버를 밑으로 단단히 누르고 4개의 회전식 클
립을 설치하여 단단히 조입니다.

연료 시스템
유자격 정비사 외의 어떤 사람도 연료
시스템 부품을 분해하거나 교체해서는
안됩니다.
엔진룸에서 스파크나 램프를 멀리 하십
시오.
보호복을 착용하십시오. 가능하면 불침
투성 재질로 된 장갑도 착용하십시오.

제논 전조등
제논 전조등에 사용되는 가스와 금속
증기를 점화시킬 때는 고압의 전류가
사용됩니다. 높은 전압이 인가된 제논
전조등에 접촉하면 중상을 입을 수 있
습니다. 제논 전조등의 교체나 정비는
유자격 정비사가 해야 합니다.
제논 전조등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 작
동하므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손을 대
지 마십시오.
제논 전조등을 처분하는 방법은 JLR 서비스 센터나
관할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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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와이퍼의 서비스 위치

윈도 리셋

와이퍼 블레이드를 들어올릴 때는 보닛

배터리가 분리 또는 방전되었거나 전원이 끊어졌을

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와이

때는 윈도를 리셋해 주어야 합니다.

퍼 암을 서비스 위치에 놓으십시오.

전원을 복구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참고 :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동안 스마트
키를 차에 두어야 합니다.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려면 다음 방법으로 와이
퍼 암을 서비스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1. 시동 스위치를 끕니다.
2. 시동 스위치를 다시 켰다 끕니다.
3. 와이퍼를 1회 작동시킬 때처럼 와이퍼 레버를
당긴 상태로 시동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와이퍼가 서비스 위치로 갑니다.
4.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고 시동 스위치를 끄
면 와이퍼가 대기 위치로 갑니다.
참고 : 와이퍼 블레이드는 원래의 것과 규격이 같
은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1. 시동을 겁니다.
2. 윈도를 완전히 닫고 스위치를 놓습니다.
3. 스위치를 닫기 위치로 2초 당깁니다.
4. 스위치를 놓습니다.
5. 스위치를 당겼다 놓는 동작(3~4단계)을 2회 더
반복합니다.
6. 윈도를 완전히 엽니다.
7. 스위치를 당겼다 놓아 원터치 기능이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78페이지의 윈도의 원터치 작동
을 참조하십시오.
8. 윈도마다 위 절차를 반복합니다.
참고 : 윈도를 리셋할 때는 12볼트 전원이 계속 공
급되도록 엔진을 작동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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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선루프 리셋
배터리가 분리되었거나 전원이 끊어졌을 때는 선루
프를 리셋해 주어야 합니다.
전원을 복구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시동 스위치를 켭니다.
2. 선루프를 완전히 닫습니다.
3. 선루프 스위치 앞부분을 45초간 누릅니다.
4. 선루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루프와 선루프
블라인드가 완전히 열렸다 닫힐 때까지 선루프
스위치 앞부분을 누르고 있으십시오.
5. 선루프와 선루프 블라인드가 완전히 열렸다 닫
히면 스위치를 놓습니다.
선루프가 리셋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윈도 선블라인드의 리셋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
참고 : 윈도의 원터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고(78페이지의 윈도의 원터치 작동 참조)
윈도를 완전히 닫으십시오.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는 다음과 같이 리셋합니
다.
1. 윈도 스위치를 당겨 선블라인드를 완전히 올립
니다.
2. 리셋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 윈도 스위치를 15초
누릅니다(선블라인드가 내려감).
3. 스위치를 놓습니다.
4. 윈도 스위치를 2초 누릅니다.
5. 선블라인드가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윈도 스위
치를 당깁니다.
6. 윈도 스위치를 눌렀다 놓아 원터치 기능이 작동
하는지 확인합니다. 77페이지의 윈도의 원터치
작동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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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경고 삼각대
경고 삼각대(제공시)는 트렁크에 고정되어 있습니
다.

소화기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규정에 따라 차에 소화기가
제공됩니다. 운전자는 소화기 제조사의 지시에 따
라 소화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소화기 압력 게이지에 나타나는 압력을
적정 레벨로 유지할 책임도 있습니다. 소화기는 재
규어의 승인 받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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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외부

센서와 카메라
세차원에게 세차를 맡길 때는 차가 손

세차할 때 센서나 카메라에 고압수를

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차원에게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 센서나 카메라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세차 방법을 알

를 클리닝할 때는 마찰성 도구, 단단한

려 주십시오.

도구, 예리한 도구를 사용하지 말고 승
인된 카샴푸를 사용하십시오.

차에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은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센서는 깨끗해야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합니다.

와이퍼가 정상 대기 위치에 있을 때 와

카메라를 클리닝할 때는 유리 세제를 소량 묻힌 헝

이퍼를 들어올리면 보닛이 손상될 수

겊을 사용하십시오.

있습니다. 231페이지의 와이퍼의 서비
스 위치를 참조하십시오.

페인트

외부를 세차한 다음에는(특히 고압수를

부식성이 있는 물질(예 : 새의 배설물)

사용했을 때)는 차를 잠시 운전하여 브

은 페인트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신

레이크를 건조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일부 고압 클리닝 시스템은 압력이 너
무 높아 도어/윈도 씰에 물을 침투시키

자동 세차기

고 트림과 도어 잠금장치를 손상시킬

상용 자동 세차기, 제트 워셔, 전동 걸

수 있습니다. 엔진 흡기구, 히터 흡기구,

래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

라디에이터 냉각핀, 차체 씰 등 손상되

다.

기 쉬운 구성품에 고압수를 직접 뿌리
지 마십시오.

엔진룸

서스펜션 조인트의 고무 커버나 씰에도 고압수를

엔진룸은 고압 세차기나 스팀 세차기로

직접 뿌리지 마십시오.

세척하지 마십시오.

고압수 노즐을 차량 구성품에서 30cm 이상 띄우십

브레이크액 탱크가 젖지 않도록 하십시

시오.

오. 브레이크액 탱크와 그 캡은 깨끗하
고 건조한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알로이 휠
승인된 클리닝 용품을 사용하십시오.

234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234

2017-06-26 오전 11:10:41

세차
유리

폴리싱

뒷유리는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헝겊으

유광 부위에는 크롬 폴리시 등의 마찰

로 닦으십시오. 긁개나 마찰성 세제는 사용하지 마

성 세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시오.

차체는 재규어 폴리시와 폴리싱 천을 사용하여 정

거울은 특히 손상되기 위므로 비눗물로 조심스럽게

기적으로 폴리싱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닦으십시오. 얼음을 제거할 때 마찰성 세제나 금속
긁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루프 안쪽은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긁개나 마찰성 세제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뒷유리
뒷유리 안쪽은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부드럽고
축축한 헝겊이나 섀미 가죽으로 닦으십시오. 솔벤
트나 예리한 도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선루프 바람막이
선루프 바람막이는 연한 비눗물이나 카샴푸를 사용
하여 정기적으로 세척해 주십시오. 밑면을 부드러
운 헝겊으로 받치고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주십시오.

실내
세차원에게 세차를 맡길 때는 차가 손
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차원에게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세차 방법을 알
려 주십시오.
에어백이 들어 있는 부위(스티어링휠
중앙 패드 등)는 축축한 헝겊, 따뜻한
물, 비합성 비누를 사용하여 가볍게 닦
아 주십시오.

스위치와 컨트롤
보풀 없는 부드럽고 건조한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닦을 때 힘을 너무 주지 마
십시오.
세제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리스와 타르 제거하기
그리스와 타르는 재규어 타르 제거제나 메틸알코올

화학약품, 솔벤트, 가정용 세제는 사용

로 제거합니다. 백유도 효과적이지만 와이퍼 블레

하지 마십시오.

이드와 같은 고무 부품에는 백유를 사용하지 말아
야 합니다.

닦을 때 예리한 도구나 마찰성 도구가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메틸알코올이나 백유를 사용했을 때는
해당 부위를 비눗물로 깨끗이 닦아 잔
류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직물 내장
단단한 표면에 사용하게 되어 있는 비
누, 암모니아, 표백제 등의 클리너는 사
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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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계기판 스위치와 같은 전기 장비에는

�

솔벤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학 세제, 가구 폴

업홀스터리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십시

리시, 가정용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들 제

오.

품은 처음에는 클리닝 효과가 좋아 보이더라도
가죽을 빠르게 열화시킬 수 있습니다(보증이 적

전기 장비(스위치 등) 주변을 클리닝할

용되지 않음). 차에 사용된 가죽에 맞추어 나온

때 장비 주변의 틈새나 패널 틈새로 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척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규어 업홀스터리 클리너를 지시에 따라 사용하십

�

가지로 가죽 시트에도 얼룩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오. 표면을 너무 적시지 마십시오.
�

하려면 시트 업홀스터리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벨트, 지퍼, 리벳과 같은 예리한 물건은 가죽 표
면에 긁힘 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가죽 내장
가죽에 흙먼지가 끼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

진한 색상의 옷은 다른 업홀스터리 제품과 마찬

�

가죽에 엽차, 커피, 잉크를 흘렸을 때 이를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얼룩이 생깁니다.

1~2개월마다 다음과 같이 클리닝해 주어야 합니

발렛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주차원에게 위 사항을

다.

숙지하고 잘 지키도록 이르십시오.

�

깨끗하고 축축한 무색 헝겊으로 시트 표면에서
미세한 먼지를 닦아냅니다. 가죽에 마찰을 일으

얼룩 제거

키는 것을 막기 위해 헝겊을 깨끗한 부위로 자주

모직물에 생긴 얼룩은 정착되기 전에 적절히 처리

바꾸어 가며 닦으십시오. 표면을 너무 적시지 마

하면 대부분 제거됩니다.

십시오.
�

�

이 클리닝 용액, 깨끗한 물 중 한 가지로 제거할 수

적셨다가 짜서 사용하십시오. 비누는 비가성 연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포장에 나오는 설명

성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을 잘 따르십시오.

때가 많은 부위는 재규어의 승인 받은 가죽 클리
너로 닦은 후 깨끗하고 부드러운 헝겊으로 문지
르십시오. 헝겊은 깨끗한 부위로 자주 바꾸어 주
십시오.

�

대부분의 얼룩은 재규어 업홀스터리 클리너, 드라

이것으로 부족할 때는 헝겊을 따뜻한 비눗물로

재규어의 승인 받은 가죽 클리너로 일년에 몇 차
례 닦아 주면 가죽이 원래의 외관과 촉감을 유지

안전벨트
안전벨트 리트랙터에 물, 세제, 실밥이
들어가면 충돌이 있을 때 안전벨트가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하게 됩니다. 재규어의 승인 받은 가죽 클리너는
가죽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습기를 제공하는 외
에 표면을 먼지나 화학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막
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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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안전벨트는 완전히 당겨 빼서 따뜻한 물과 비합성

전기 장비(스위치 등) 주변을 클리닝할

비누로 세척하고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완전히 건

때 장비 주변의 틈새나 패널 틈새로 세

조되기 전에는 리트랙터로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척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고 : 안전벨트를 세척할 때 안전벨트에 손상이나
마모가 없는지 검사하십시오. 손상이나 마모가 있
을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에어백 모듈 커버
에어백 커버는 축축한 헝겊에 소량의
가구 클리너를 묻혀 닦아야 합니다.
에어백 시스템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
면 충돌이 있을 때 에어백이 정상적으
로 전개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카펫과 매트
운전하기 전에 바닥 매트를 올바로 고
정시키십시오. 바닥 매트를 겹쳐 깔지
마십시오. 잘 고정되지 않은 바닥 매트
나 위치가 맞지 않는 바닥 매트는 브레
이크 페달이나 가속 페달을 밟는 데 방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점이나 얼룩은 따뜻한 비눗물로 가볍게 문질러

스크린과 화면은 다음과 같이 클리닝하십시오.
�

차에 제공된 헝겊으로 클리닝하십시오.

�

화학약품이나 가정용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터치스크린에 날카로운 물건, 딱딱한 물건, 마찰
성이 있는 물건을 접촉시키지 마십시오.

�

터치스크린을 햇빛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터치스크린은 오류 방지를 위해 한 번에 한 손가
락만 닿도록 하십시오.

�

힘을 너무 주지 마십시오.

와이퍼 블레이드
힘을 너무 주지 마십시오.

와이퍼 블레이드에 고착된 오염물은 부드럽고 축축
한 스펀지나 헝겊으로 제거하십시오.

막힌 워셔액 분출구 뚫기
워셔액 분출구를 뚫거나 조절할 때 워
셔를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워셔액이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묻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워셔액 제조사의 지
시를 잘 따르십시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진한 얼룩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카펫 클리너로 제
거해야 합니다.

스크린과 화면
계기판 스위치와 같은 전기 장비에는
업홀스터리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십시

워셔액 분출구가 막혔을 때는 가는 철사로 뚫으십
시오.

오.

237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237

2017-06-26 오전 11:10:41

세차
경미한 페인트 손상
페인트에 손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페인트에 생긴 돌자국, 갈라짐, 긁힘은 신속히 보수
해야 합니다. 노출된 금속은 빠르게 부식되므로 그
대로 두면 고비용 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 : 수리는 유자격 정비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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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유액 주입구의 위치
엔진룸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주의사항
을 잘 지키십시오. 228페이지의 차고에
서의 안전을 참조하십시오.
누출된 액체가 뜨거운 부위(배기 파이
프 등)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시
동을 걸지 말고 차를 운전하지도 마십
시오.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참고 : 브레이크액 탱크는 운전석쪽에 위치합니다.

차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품목이 많이 있습
니다. 227페이지의 주간 점검 품목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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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2.0L 가솔린 엔진

1. 워셔액 탱크
2. 브레이크액 캡
3. 엔진 오일 캡
4. 냉각수 캡
5. 엔진 오일 딥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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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3.0L 가솔린 엔진

1. 워셔액 탱크
2. 브레이크액 캡
3. 냉각수 캡
4. 파워 스티어링 오일 캡
5. 엔진 오일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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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3.0L 디젤 엔진

DEF 캡은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키트 밑에 위치합
니다. 218페이지의 디젤 배기액(DEF)을 참조하십
시오.
1. 워셔액 탱크
2. 브레이크액 캡
3. 냉각수 캡

참고 : DEF 캡이 너무 단단히 조여져 있어 잘 제거
되지 않을 때는 소켓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DEF 캡을 다시 설치할 때는 손으로만
조이십시오.

4. 엔진 오일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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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5.0L 가솔린 엔진

엔진 오일 레벨은 자주 점검하십시오. 엔진 오일 레
벨이 낮으면 차에 맞는 등급의 엔진 오일로 보충해
주십시오.

딥스틱이 있는 2.0L 가솔린 엔진

엔진 오일 레벨을 점검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
시오.
�

차가 정지해 있고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2. 브레이크액 캡

�

차가 평평한 지면에 있다.

3. 냉각수 캡

�

엔진 오일이 식었다.

1. 워셔액 탱크

4. 엔진 오일 캡

엔진 오일 레벨 점검
엔진 오일 레벨은 매주 점검하십시오.
엔진 오일 레벨이 많이 떨어지거나 갑

참고 : 엔진이 뜨거울 때 엔진 오일 레벨을 점검
하려면 엔진을 끄고 엔진 오일이 섬프로 흘러내
려 가도록 5분을 기다려 주십시오. 엔진을 작동
시키지는 마십시오.

오일 레벨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떨어지면 차를 점검받으십시오.
엔진 오일 레벨이 게이지의 아래쪽 표
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메시지 센터에 ENGINE OIL PRESSURE
LOW(엔진 오일 압력 낮음)라는 메시지
가 나타나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엔진을 끄고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
십시오. 원인을 바로잡기 전에는 시동을
다시 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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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1. 딥스틱을 빼서 보풀 없는 헝겊으로 깨끗이 닦습
니다.

�

엔진 오일이 정상 작동온도에 도달했다(뜨겁다).

�

엔진을 10분간 꺼 놓았다(오일 레벨이 안정되어

2. 딥스틱을 완전히 꽂았다가 다시 빼서 오일 레벨
을 점검합니다.
오일 레벨이 딥스틱의 위쪽 표시에 가까우면 오일
을 보충하지 마십시오.

야 시스템이 가리키는 수치가 정확해짐).
오일 레벨을 점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동

스위치를 켭니다. 엔진을 작동시키지는 마
십시오. 84페이지의 시동 스위치 켜기를 참조하

오일 레벨이 중간 밑에 오면 오일을 0.5리터 보충
하고 오일 레벨을 다시 점검한 후 필요시 오일을 더
보충하십시오.

십시오.
2. Vehicle Information 메뉴에서 Oil Level을 선택
합니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

오일 레벨이 아래쪽 표시 밑에 오면 오일을 0.8리
터 보충하십시오.

오.
메시지 센터에 오일 레벨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오일 레벨이 알맞으면 5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점검
하십시오.

딥스틱이 없는 엔진
딥스틱이 없는 엔진에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진이 작동할 때나 차가 움직일 때는 엔
진 오일 레벨이 모니터되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 레벨을 점검하기 전에 다음을 확인하십
시오.
�

차가 정지해 있고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

차가 평평한 지면에 있다.

오일 레벨 표시기에 오일 레벨이 표시됩니다. 오일
레벨 표시기 우측에 필요한 조치를 가리키는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메시지

조치

OK(정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verfilled(과도하게 보충됨)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엔진이 크
게 손상될 수 있으므로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Low(부족)

오일을 1.5리터 보충하고 레벨을 다시 점검하십시
오.

Critically Low(매우 부족)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Add XX Litres(XX리터 보충)

오일을 표시된 양만큼 보충하고 레벨을 다시 점검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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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메시지

조치

Not Available(측정 불가)

오일 레벨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10분을 기다렸다가
오일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ENGINE OIL LEVEL MONITOR SYSTEM FAULT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엔진 오일 레벨 모니터링 시스템 결함)

오일 보충
규격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 차가 손상
되었을 때는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

3. 전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엔진
�

엔진 오일 레벨 게이지 옆의 메시지가 가리키
는 양만큼 오일을 보충합니다.

니다.

4. 보충할 때 흘린 오일을 깨끗이 닦아냅니다.

규격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엔진이

5. 5분 후에 오일 레벨을 다시 점검합니다.

과도하게 마모되거나 슬러지나 이물질

6. 오일 캡을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입니다.

이 축적되거나 환경 오염이 심해지거나
엔진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냉각수 레벨 점검

오일을 너무 많이 보충하면 엔진이 크

냉각수가 없이 엔진을 작동시키면 엔진

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일은 조금씩

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 보충하되 중간에 레벨을 다시
점검하여 과도하게 보충하지 않도록 하
십시오.
오일 첨가제는 엔진을 손상시킬 수 있
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규격 오일
만 사용하십시오.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손실되면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적어도 매주 1회(장거리를 운행하거나 힘든 운행을
할 때는 보다 자주) 냉각수 탱크의 냉각수 레벨을
점검해야 합니다. 냉각수 레벨은 엔진이 식었을 때
점검하십시오.

오일 보충하기
1. 오일 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2. 딥스틱이 있는 엔진
�

오일 레벨이 딥스틱의 MIN 표시와 MAX 표시
사이에 오도록 오일을 보충합니다.
참고 : 오일 레벨을 MIN 표시에서 MAX 표시
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오일의 양은 1.8리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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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냉각수 레벨이 탱크 측면의 MIN 표시와 MAX 표시

부동액은 도장면을 손상시킵니다. 도장

사이에 와야 정상입니다.

면에 흘렸을 때는 즉시 흡습천으로 닦
아내고 카 세척제와 물로 세척하십시

냉각수 레벨이 빠르게 낮아지거나 많이 낮아질 때

오.

는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에 가서 차를 점검받으
십시오.

엔진 냉각 시스템에 누출 방지제를 사
용하면 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냉각수 보충
엔진이 뜨거울 때 냉각수 캡을 열면 뜨
거운 냉각수나 증기나 분출되어 몸을
델 수 있습니다.
캡을 천천히 돌려 압력이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캡을 제거하십시오.
부동액은 가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꽃
이나 발화원(예 : 뜨거운 엔진)과 접촉
하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부동액은 유독하므로 삼키면 생명을 잃
을 수 있습니다. 용기는 밀봉하여 어린
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
오. 실수로 부동액을 마셨을 때는 즉시
진료를 받으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피부나 눈에 묻
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 내십
시오.
물에 염분이 있는 곳을 여행할 때는 민
물(빗물 또는 증류수)을 준비하여 가지
고 다니십시오. 염분이있는 물로 보충
하면 엔진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승인 없는 부동액을 사용하면 엔진 냉

부동액에는 부식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냉
각수의 부동액 비율은 연중(겨울만이 아님) 50±
5%를 유지해야 합니다. 냉각수가 정상적인 부식 저
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행거리에 관계없이 매년 부동
액 농도를 점검하고 10년에 한 번씩 냉각수를 교환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라디에이터와
엔진 구성품이 부식될 수 있습니다. 부동액 비율이
50%인 냉각수는 영상 20℃에서 비중이 1.068이며
영하 40℃까지 동결을 방지합니다.
냉각수 보충하기
1. 냉각수 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2. 냉각수를 탱크 측면의 MAX 표시까지 보충합니
다. 물과 부동액을 50%씩 섞은 냉각수를 사용하
십시오. 286페이지의 윤활유와 용액을 참조하십
시오.
참고 : 비상 상황에서는(승인된 부동액을 구할
수 없을 때) 깨끗한 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물
로 채우면 동결 방지 기능이 떨어짐을 염두에
두십시오. 재래식 조제형 부동액은 사용하지 마
십시오. 부동액의 품질에 의문이 있으면 공인
정비사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3. 냉각수 캡을 끼우고 찰칵소리가 3회 이상 날 때
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각 시스템이 나쁜 영향을 받아 엔진의
내구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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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액 레벨 점검
브레이크 페달의 이동거리가 비정상적
으로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브레이크
액이 많이 손실되면 신속히 재규어 서
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그대로 운
전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브레이
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액은 매우 유독합니다. 브레이
크액 용기는 밀봉하여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실수로
브레이크액을 마셨을 때는 신속히 진료
를 받으십시오.

브레이크액 레벨 점검하기
1. 운전석쪽 엔진룸 커버를 제거합니다. 239페이지
의 유액 주입구의 위치와 229페이지의 엔진룸
커버 제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브레이크액이 피부나 눈에 묻었을 때는
신속히 깨끗한 물로 씻어 내십시오.

2. 캡을

열기 전에 브레이크액 탱크로 먼지가 들어

브레이크액은 가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꽃이나 발화원(예 : 뜨거운 엔진)과
접촉하면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3. 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브레이크액 레벨이 MIN 표시 밑으로 내
려갔을 때는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액

탱크의 브레이크액 레벨이
권장 레벨보다 낮아지면 계기판에 적
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참고 : 운전 도중에 적색 경고등이 켜지면 브레이
크를 조심스럽게 밟아 안전하게 차를 세우십시오.
브레이크액 레벨을 점검하여 낮으면 적량의 브레
이크액을 보충하십시오.

가지 않도록 탱크 표면과 캡을 깨끗이 닦습니다.

4. 브레이크액 레벨을 점검합니다. 레벨이 MIN 표
시와 MAX 표시 사이에 와야 정상입니다.
참고 :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됨에 따라 브레이
크액 레벨이 약간 떨어지는 것은 정상이지만 브
레이크액 레벨이 MIN 표시 밑으로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브레이크액 보충
규격이 맞는 브레이크액을 사용하십시
오. 286페이지의 윤활유와 용액을 참조
하십시오.
브레이크액은 도장면을 손상시킵니다.

브레이크액 레벨은 적어도 매주 1회(장거리 운행을

도장면에 흘렸을 때는 즉시 흡습천으로

하거나 힘든 운행을 할 때는 보다 자주) 평평한 곳

닦아내고 카샴푸와 물로 세척하십시오.

에 차를 세우고 점검하십시오.

브레이크액은 밀폐된 용기에 들어 있는
새 것을 사용하십시오. 열린 용기에 들
어 있거나 시스템에서 빼낸 브레이크액
은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브레이크 성
능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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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지 않았을 때는

파워 스티어링 오일 레벨이 조금씩 낮

브레이크액을 MAX 표시까지 보충하지

아질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마십시오. 의문이 있을 때는 재규어 서

차를 점검받기 위해 파워 스티어링 오

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일을 MAX 표시까지 채울 수 있지만 차
를 운전하기 전에 재규어 서비스 센터

브레이크액 보충하기
1. 캡을 열기 전에 브레이크액 탱크로 먼지가 들어
가지 않도록 탱크 표면과 캡을 깨끗이 닦습니다.
2. 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3. 레벨이 MIN 표시 위에 오도록 보충합니다.
4. 캡을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입니다.
5. 엔진룸 커버를 설치합니다. 229페이지의 엔진룸
커버 제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레벨 점검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매우 유독합니
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용기는 밀봉하
여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실수로 파워 스티어링 오일
을 마셨을 때는 신속히 진료를 받으십
시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피부나 눈에 묻
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씻어 내십
시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가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불꽃이나 발화원(예 : 뜨거운
엔진)과 접촉하면 화재가 날 수 있습니
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레벨이 MIN 표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마
십시오.

에 연락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레벨 점검하기
1. 차를 평평한 지면에 세우고 엔진을 꺼서 시스템
을 식힙니다.
2. 엔진을 끈 후에는 스티어링휠을 돌리지 마십시
오.
3. 반투명 탱크 몸체를 통해 오일 레벨을 점검합니
다. 239페이지의 유액 주입구의 위치를 참조하
십시오.
4. 오일 레벨이 MIN 표시와 MAX 표시 사이에 와야
정상입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보충
어떤 경우에도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이
오염되어서는 안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새것으로 보충하십시오. 캡을
열기 전후에 주입구 주변을 깨끗이 닦
으십시오. 빼낸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탱크에 다시 넣지 마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도장면을 손상시
킵니다. 도장면에 흘렸을 때는 즉시 흡
습천으로 닦아내고 카샴푸와 물로 세척
하십시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보충하기
1. 캡을 열기 전에 탱크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탱크 표면과 캡을 깨끗이 닦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레벨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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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액 레벨 점검
2. 캡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제거합니다.

적어도 매주 1회 워셔액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항

3. 레벨이 탱크의 MIN 표시와 MAX 표시 사이에 오

상 얼지 않는 워셔액으로 보충하십시오.

도록 보충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의 규격은

정기적으로 워셔를 작동시켜 분출구의 청결 상태와

286페이지의 윤활유와 용액을 참조하십시오.

분사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4. 캡을 끼우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입니다.

워셔액 보충
워셔액 레벨 점검

워셔액 탱크에서 앞유리 워셔액 분출구와 전조등

일부 앞유리 워셔액(특히 농도가 높거
나 희석되지 않은 것)은 가연성이 있으
므로 불꽃이나 발화원과 접촉하면 화재
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워셔액 분출구로 워셔액이 공급됩니다.

4℃ 미만의 기온에서 차를 운행할 때는
부동 워셔액을 사용하십시오. 추운 날
부동 워셔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충돌 위험이 커집니다.

분사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워셔액 탱크에 냉각수나 식초 혼합수를
넣지 마십시오. 냉각수는 도장면을 손

적어도 매주 1회 워셔액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항
상 얼지 않는 워셔액으로 보충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워셔를 작동시켜 분출구의 청결 상태와
워셔액은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1. 캡을 열기 전에 탱크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깨끗이 닦습니다.
2. 캡을 엽니다.

상시키고 식초 혼합수는 워셔 펌프를

3. 주입구에 워셔액이 보일 때까지 보충합니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4. 캡을 닫습니다.

차체에 냉각수를 흘리면 차체가 변색될
수 있습니다. 워셔액(특히 희석되지 않
은 워셔액이나 고농도 워셔액)을 흘리
지 않도록 하십시오. 워셔액을 흘렸을
때는 즉시 물로 씻어내십시오.
승인된 워셔액만 사용하십시오.

앞유리 워셔액 탱크에서 앞유리/뒷유리 워셔액 분
출구와 전조등 워셔액 분출구로 워셔액이 공급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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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터리
배터리 경고 심벌
	배터리에서 폭발성 가스가 나올 수
있으므로 화염이나 발화원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액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어린이는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배터리는 폭발성 가스를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액은 부식성과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배터리를 취급하기 전에 사용 설명
서를 읽어 보십시오.		

배터리의 관리
배터리액이 눈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으십시오. 옷에
묻었을 때는 옷을 벗으십시오.
배터리액을 삼키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
다. 신속히 진료를 받으십시오.

배터리가 차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셀
플러그와 통기 파이프가 항상 정상 위
치에 있어야 합니다. 통기 파이프에 이
물질이 없고 파이프가 꼬여 있지 않은
지 확인하십시오. 통기 파이프에 이물
질이 있거나 파이프가 꼬여 있으면 배
터리 안에 압력이 형성되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폭발성 가스가 나올 수 있
으므로 배터리를 화염이나 스파크에 노
출시키지 마십시오.
동결된 배터리를 충전시키거나 동결된
배터리로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취급하거나 배터리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몸에서 금속 장신구를 모
두 제거하십시오.
배터리 단자가 피부와 접촉하지 않게
하십시오. 배터리에는 유독한 납과 납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취
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AGM 배터리의 윗면을 열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참고 : AGM 배터리는 밀봉되어 있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정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에 AGM(흡수형 유리섬유 매트) 배터리가 장착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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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터리
점프 케이블 연결하기
배터리나 부스트 단자를 취급하거나 그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몸에서 금속 장
신구를 모두 제거하십시오. 금속 물건
이나 차량 구성품이 배터리나 부스트
단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금
속 물건은 스파크나 단락을 일으키고
이는 다시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엔진 부품은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엔진 부품
근처에서 작업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배터리 단자가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리에는 유독한 납과 납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취
급한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배터리를 취급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
십시오.
배터리에서 폭발성 가스가 나올 수 있
으므로 배터리를 불꽃이나 스파크에 노
출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는 작동할 때 폭발성 가스를 배
출시킵니다. 배터리에서 스파크나 불꽃
을 멀리하십시오.
방전된 배터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점프 케이블을 방전된 배터리의 음극
단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권장 접지부
에 연결하십시오).
부스터 차량과 방전된 차량은 점프 케
이블로 연결되는 외에 서로 접촉이 없
어야 합니다.
부스터 배터리나 시동 보조장치의 정격
전압이 12볼트인지 확인하십시오.
전장품은 점프 케이블을 분리한 후에
작동시키십시오.
참고 : 점프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방전된 차량
의 배터리가 올바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전장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결된 배터리를 충전시키거나 동결된
배터리로 시동을 걸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방전된 차량의 시동을 걸려면 주차 브
레이크를 걸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대고
기어를 P나 N에 놓으십시오.
배터리 주변에서 작업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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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터리
2. 방전된 차량에서 양극 단자의 커버(A)를 벗기고
양극 점프 케이블의 다른 쪽을 양극 단자(B)에
연결합니다.
3. 음극 점프 케이블(흑색)을 부스터 차량의 권장
접지부에 연결합니다.
참고 : 부스트 단자의 위치는 부스터 차량의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음극 점프 케이블의 다른 쪽을 방전된 차량의 음
극 포스트(C)에 연결합니다.
두 케이블이 움직이는 부품과 접촉하
지 않으면서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5. 부스터

차량의 시동을 걸고 엔진을 몇 분간 공회
전시킵니다.
6. 방전된 차량의 시동을 겁니다.
참고 : 방전된 차량의 시동을 반복해서 걸 필요
가 있을 때는 사이사이에 부스터 차량의 엔진을
수분씩 공회전시키십시오.
참고 : 점프 케이블을 제거하기 전에는 방전된
차량의 아무 전장품도 켜지 마십시오.

7. 두 차량의 엔진을 2분간 공회전시킵니다.
8. 부스터 차량의 시동을 끕니다.
9. 방전된 차량에서 음극 점프 케이블(흑색)을 분리
합니다.
10. 부스터 차량에서 음극 점프 케이블(흑색)을 분
보닛을 열고 엔진 커버를 제거한 후 다음과 같이 하
십시오(229페이지의 엔진룸 커버 제거하기 참조).
점프 케이블 연결하기
1. 양극 점프 케이블(적색)을 부스터 차량의 양극
단자에 연결합니다.
참고 : 부스트 단자의 위치는 부스터 차량의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리합니다.
11. 방전된 차량에서 양극 점프 케이블(적색)을 분
리합니다.
12. 부스터 차량에서 양극 점프 케이블(적색)을 분
리합니다.
양극 부스트 단자 커버를 설치하고 엔진룸 커버를
씌우고 보닛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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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터리
시동 보조장치 연결하기
시동 보조장치(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
때는 다음 순서를 따르십시오.
1. 양극 점프 케이블(적색)을 차의 양극 부스트 단
자에 연결합니다.
2. 음극 케이블(흑색)을 차의 접지부에 연결합니다.
3. 시동 보조장치를 켭니다.
4. 시동을 걸고 엔진을 공회전시킵니다.
5. 차의 접지부에서 음극 케이블(흑색)을 분리합니
다.

배터리를 충전시키려면 배터리를 차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폐 배터리는 다수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
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처분 방법은 JLR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 교체
배터리를 분리, 제거, 설치하는 일은 공
인 정비사가 해야 합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6. 시동 보조장치를 끕니다.
7. 차의 양극 부스트 단자에서 양극 점프 케이블(적
색)을 분리합니다.

배터리의 분리
배터리를 분리, 제거, 설치하는 일은 유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배터리를 차에서 분리해야 합
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폐 배터리는 다수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
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처분 방법은 JLR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자격 정비사가 해야 합니다. JLR 서비
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배터리 분리의 영향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 이를 다시 설치하려면 특수

배터리를 분리하면 다수의 차량 시스템이 영향을

공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분리하고 설치하는

받습니다. 배터리가 약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

일은 유자격 정비사가 해야 합니다. JLR 서비스 센

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경보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터에 연락하십시오.

경보가 울릴 수도 있습니다. 경보가 울리면 평상시
와 같이 스마트 키를 사용하여 경보를 끄십시오. 윈

배터리 충전

도를 리셋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 제거, 설치하는 일은 공
인 정비사가 해야 합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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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터리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IPSM(인텔리전트 전원 관리 시스템)이 배터리의 상
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합니다. 배터리가 과도하게
방전되면 IPSM이 배터리 전원을 보호하기 위해 비
필수 전기 시스템을 끕니다.
배터리의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으면 IPSM이 두 레
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레벨의 조치를
취하든 터치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배터리가 약할 때는 메시지 센터에도 경고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Energy
Management(에너지 관리) : 엔진이 작

동하지 않을 때 터치스크린에 나타나는 메시지
입니다. 전기 시스템이 배터리를 과도하게 방전
시키고 있습니다. 3분이 지나면 IPSM이 전기 시
스템을 끄기 시작합니다. 시동을 걸면 꺼진 전기
시스템이 다시 켜집니다.

�

Low Battery - Please Start Engine(배터리 약
함 - 시동을 거십시오) :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터치스크린과 메시지 센터에 나타나는 메시
지입니다. 3분이 지나면 IPSM이 전기 시스템을
끄기 시작합니다. 시동을 걸면 꺼진 전기 시스템
이 다시 켜집니다.
시동은 안전할 때 거십시오.

참고 : Low Battery - Please Start Engine이라
는 메시지가 나타났을 때는 차를 30분 이상 운전
하거나(기온이 0℃ 이상일 때) 60분 이상 운전해야
(기온이 0℃ 이하일 때) 배터리가 정상 레벨로 충
전됩니다. 엔진을 껐을 때 전기 시스템이 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
은 것입니다. 안전할 때 시동을 다시 거십시오. 문
제가 지속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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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퓨즈함 위치

퓨즈함을 열었을 때는 습기가 들어가지

3. 실내 퓨즈함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뒷좌석 팔걸이 뒤에 위치한 플랩을 열면 나타납

퓨즈함을 닫으십시오.

니다.

차에 다음 4개의 퓨즈함이 있습니다. 퓨즈함마다
서로 다른 전장품을 보호하는 퓨즈가 들어 있습니
다.

4. 2차 트렁크 퓨즈함
2차 트렁크 퓨즈함에 접근하려면 트렁크 바닥
카펫을 들어올립니다.

1. 엔진룸 퓨즈함
�

A. 4개의 파스너를 풀어 엔진 커버를 제거합
니다.

�

B. 퓨즈함 커버를 제거합니다.

2. 트렁크 퓨즈함

퓨즈 교체하기
퓨즈를 교체하기 전에 시동 스위치와,
해당 퓨즈에 연결된 전장품을 끄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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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정격과 형식이 같고 재규어의 승인 받
은 교체용 퓨즈나 규격이 일치하는 퓨
즈를 사용하십시오. 맞지 않는 퓨즈를
사용하면 전기 시스템이 손상되거나 화
재가 날 수 있습니다.
교체한 퓨즈가 다시 끊어지면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관련 전장품을 점
검받으십시오.
참고 : 릴레이는 유자격 정비사가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내 퓨즈함과 트렁크 바닥 밑의 공구 트레이에 스
페어 퓨즈와 퓨즈 제거기가 있습니다. 퓨즈 제거기
를 퓨즈 머리에 대고 누른 후 당기면 퓨즈가 빠집니
다. 퓨즈 안의 와이어가 분리되었으면 퓨즈가 끊어
진 것이므로 해당 퓨즈를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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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엔진룸 퓨즈함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1

-

-

2

10

적색

5

황갈색

엔진 관리 시스템(디젤)

25

투명색

엔진 관리 시스템(가솔린 엔진)

5

황갈색

엔진 관리 시스템(디젤)

4

30

녹색

5

40

오렌지색

20

황색

3

전장품
엔진 관리 시스템(가솔린)

앞유리 워셔 펌프
엔진 관리 시스템(3.0L 가솔린, 5.0L 가솔린)
엔진 관리 시스템(2.0L 가솔린)

5

황갈색

6

40

오렌지색

7

30

녹색

상시 4륜구동(AWD) 시스템

8

10

적색

엔진 관리 시스템(가솔린)

5

황갈색

9

10

적색

10

-

-

11

15

청색

DEF

12

20

황색

엔진 관리 시스템(가솔린)

10

적색

엔진 관리 시스템(디젤)

25

투명색

20

황색

엔진 관리 시스템(가솔린)

14

5

황갈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15

20

황색

16

-

-

-

17

-

-

-

18

15

청색

경적

19

30

녹색

스타터 모터

20

40

오렌지색

13

디젤 배기액(DEF)
우측 앞유리 히터. 열선 와이퍼

액티브 엔진 마운트. 연료 내 수분 센서(디젤)
엔진 관리 시스템
-

엔진 관리 시스템(디젤 엔진)

엔진 관리 시스템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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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전장품

21

25

투명색

22

15

청색

23

15

청색

24

-

-

25

15

청색

26

40

오렌지색

27

5

황갈색

28

-

-

-

29

-

-

-

30

-

-

-

31

-

-

-

32

40

오렌지색

33

-

-

-

34

-

-

-

35

-

-

-

ABS
좌측 전조등
우측 전조등
엔진 관리 시스템(가솔린)
와이퍼 모터
스타터 모터(가솔린)

좌측 앞유리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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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실내 퓨즈함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전장품

1

5

황갈색

무선 주파수(RF) 수신기. 경보 센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2

-

-

-

3

-

-

-

4

5

황갈색

데이터버스 게이트웨이 모듈

5

5

황갈색

스태빌리티 컨트롤

6

5

황갈색

엔진룸 퓨즈함

7

20

황색

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

8

30

녹색

앞승객석 시트 조절

9

5

황갈색

전자 주차 브레이크(EPB)

10

5

황갈색

에어 서스펜션

11

-

-

-

12

-

-

-

13

-

-

-

14

5

황갈색

15

30

녹색

열선 뒷유리

16

5

황갈색

파워스티어링

17

5

황갈색

키리스 차량 시스템

18

-

-

19

5

황갈색

20

10

적색

21

5

황갈색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엔진 컨트롤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휠
온도조절식 시트. 스티어링휠. 센터 콘솔의 뒷좌석 미
디어 패널. 경보 센서. 스모그 센서

22

5

황갈색

변속기 컨트롤 모듈. 리어 디퍼렌셜. 센터 콘솔 스위
치. 기어 셀렉터

23

5

황갈색

전조등 레벨링

24

5

황갈색

우측 전방 안개등

25

5

황갈색

좌측 전방 안개등

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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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27

-

-

전장품

28

20

황색

뒷좌석 좌측 온도조절 시트

29

20

황색

운전석 온도조절 시트, 열선 시트

30

25

투명색

승객석 도어 스위치

31

5

황갈색

레인 센서

32

25

투명색

운전석 도어 스위치

33

20

황색

앞승객석 온도조절 시트, 열선 시트

34

10

적색

연료 플랩 잠금장치

35

-

-

36

5

황갈색

37

20

황색

키리스 차량 모듈

38

15

청색

앞유리 워셔

39

25

투명색

좌측 뒷도어 스위치

40

5

황갈색

운전석 도어 윈도. 운전석 도어 메모리 스위치. 시계.

-

배터리 내장 사운더

센터 콘솔 스위치. 뒷좌석 온도조절 패널
41

-

-

42

30

녹색

-

43

-

-

44

25

투명색

45

30

황색

앞승객석 시트

46

30

황색

운전석 시트

47

-

-

48

20

황색

49

5

황갈색

우측 전조등 레벨링

50

5

황갈색

좌측 전조등 레벨링

51

5

황갈색

스티어링휠 스위치

52

20

황색

앞좌석 담배 라이터

53

20

황색

뒷좌석 담배 라이터

54

-

-

55

20

황색

운전석 시트
우측 뒷도어 스위치

운전석 시트

뒷좌석 액세서리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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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56

10

적색

보조 안전 시스템(SRS)

전장품

57

10

적색

전원 관리 시스템. 재규어센스

58

20

황색

뒷좌석 시트

59

-

-

60

5

황갈색

61

10

적색

엔진 이모빌라이저. 계기판

62

10

적색

온도조절 시스템

63

20

황색

앞좌석 액세서리 소켓

64

15

청색

좌측 뒷도어 선블라인드

65

-

-

66

5

황갈색

다이내믹 반응

진단 소켓

67

-

-

-

68

-

-

-

69

15

청색

우측 뒷도어 선블라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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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트렁크 퓨즈함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전장품

1

30

녹색

2

-

-

-

3

-

-

-

4

5

황갈색

5

-

-

6

30

녹색

7

-

-

8

5

황갈색

9

-

-

-

10

-

-

-

11

20

황색

앞승객 히팅 시트, 앞승객석 온도조절 시트

12

10

적색

앞좌석 시트 스위치. 앞좌석 시트 마사지

13

10

적색

뒷좌석 시트 스위치. 뒷좌석 시트 마사지

14

20

황색

운전석 히팅 시트, 운전석 온도조절 시트

15

-

-

16

10

적색

섀시 시스템

17

10

적색

에어 서스펜션

18

10

적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19

30

녹색

20

-

-

21

10

적색

계기 패널

22

10

적색

전조등, 카메라, 차선 유지, 주차 보조, 실내 미러

23

5

황갈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24

5

황갈색

데이터버스 게이트웨이 모듈

25

5

황갈색

에어 서스펜션 모듈

26

20

황색

우측 뒷좌석 온도조절식 시트/열선 시트

27

20

황색

좌측 뒷좌석 온도조절식 시트/열선 시트

28

-

-

-

29

-

-

-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싱가포르 통행료 지불 시스템
전동 트렁크 리드
텔레매틱스

-

연료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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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30

-

-

전장품

31

40

녹색

디젤 배기액(DEF)

32

30

녹색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33*

40

녹색

리어 디퍼렌셜

34*

40

녹색

히팅 및 통풍 블로어

35*

60

황색

전기 전원 관리

36*

40

녹색

선루프

37*

60

황색

에어 서스펜션

38*

40

녹색

차체 컨트롤 모듈

39

-

-

-

-

* 이들 퓨즈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63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263

2017-06-26 오전 11:10:43

퓨즈
2차 트렁크 퓨즈함
퓨즈 번호

정격 암페어

퓨즈 색상

전장품

1

15

청색

터치스크린

2

10

적색

시계. 오디오 시스템 앰프. 휴대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3

-

-

-

4

-

-

-

5

15

청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6

15

청색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

-

14

-

-

-

15

15

청색

16

-

-

냉난방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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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타이어 마크

교체용 타이어의 하중 지수와 정격
속도는 최소한 차에 부착되어 나온
OEM 타이어의 그것과 같아야 합니
다(승인된 스노 타이어 제외). 의문이

1. P : 타이어가 승용차용임을 가리킵니다. 표시되
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좌우 측벽 사이의 폭(mm 단위)
3. 종횡비(프로필이라고도 함) : 트레드 폭 대비

있을 때는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
하십시오.

측벽 높이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 트레드 폭
이 205mm일 때 종횡비가 50이면 측벽 높이가
102mm가 됩니다.
4. R : 타이어가 레이디얼형임을 가리킵니다.
5. 휠림의 직경(인치 단위)
6. 타이어 하중 지수 :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269페이지의 스노 타이어의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7. 정격 속도 : 타이어를 장시간 사용할 때 허용되
는 최고 속도. 266페이지의 정격 속도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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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8. 타이어 제조 표준 정보 : 타이어를 리콜하거나

정격 속도

점검하는 데 사용합니다. 정보의 대부분은 제조

등급

정격 속도 - km/h(mph)

자는 제조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5111은

Q

160 (99)

타이어가 2011년의 51번째 주에 제조되었음을

R

170 (106)

가리킵니다.

S

180 (112)

T

190 (118)

U

200 (124)

H

210 (130)

V

240 (149)

W

270 (168)

Y

300 (186)

사, 제조 장소 등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숫

9. M+S 또는 M/S : 타이어를 진흙길이나 눈길에
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10. 트레드와 측벽의 겹(ply) 수 : 타이어에 고무 코
팅된 소재가 몇 겹이 사용되었는지를 가리킵니
다. 소재의 종류도 표시됩니다.
11. 마모율 지수 : 예를 들어, 마모율 지수가 400인
타이어는 마모율 지수가 200인 타이어보다 수
명이 두 배 깁니다.
12. 트랙션(접지력) 등급 : 젖은 노면에서 정지하는

타이어 관리

능력을 가리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젖은 노면

타이어가 손상되었거나 과도하게 마모
되었거나 공기압이 맞지 않을 때는 차
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에서 정지하는 능력이 큽니다. 등급은 높은 것
에서 낮은 것 순서로 AA, A, B, C로 표시됩니
다.

차에 사용하는 유액을 타이어에 묻히면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본 차량의 타이어에 매겨진 트랙션 등
급은 직진시의 정지 트랙션 테스트에
근거한 것으로 가속, 회전, 수막 현상이
있을 때의 트랙션 특성은 고려되지 않
았습니다.

바퀴가 헛돌게 하지 마십시오. 헛돌 때
발생하는 힘에 의해 타이어의 구조가
손상되어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접지력 손실로(눈이 많이 쌓였을 때 등)
바퀴를 헛돌게 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는 회전 속도가 50km/h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13. 최대

하중 : 타이어가 지탱할 수 있는 하중 한계
14. 열 저항 등급 :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서로 A,
B, C로 표시됩니다. 공기압이 알맞고 정격 속
도와 최대 하중이 초과되지 않은 타이어에 적
용됩니다.

타이어 측벽에 표시된 최대 공기압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5. 최대 공기압 : 268페이지의 플랫 스팟을 참조
하십시오.

타이어(스페어 타이어 포함)에 손상, 불규칙한 마모,
뒤틀림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타
이어의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는 타이어 전문점이나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타이어를 점검받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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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정기적으로 타이어가 식었을 때 정확한
게이지로 모든 타이어(스페어 타이어
포함)의 공기압을 점검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은 차를 3시간 이상 세워
둔 상태에서 타이어가 식었을 때 점검
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뜨거울 때 공기
압이 권장 상온 공기압 이하이면 공기
압이 위험할 정도로 낮은 것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맞지 않을 때는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하면 타이어에 굴신 운동이 많아지
고 타이어가 불규칙하게 마모됩니다(파
열될 수 있음). 타이어에 공기압이 과도
하면 승차감이 나빠지고 타이어가 불규
칙하게 마모되며 차의 핸들링이 나빠집
니다.
공기가 새는 타이어를 부착하고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공기가 새는 타이
어는 팽창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공
기압이 부족하며 차를 운전하면 공기압
이 더욱 낮아집니다. 해당 타이어를 교
체하든지 타이어 전문점이나 재규어 서
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운전석 도어 프레임에 부착된 라벨에 타이어 공기
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주 스페어 타이어를 포함한 모든 타이어의 상태
와 공기압을 점검하십시오. 장거리 운전이 있을 때
는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차를 건물(예 : 차고) 안에 세워 놓고 타이어 공기압
을 점검한 후 밖에서 운전할 때 바깥 온도가 낮으면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공기압이 약간씩 낮아집
니다. 단, 공기압이 주당 0.14바(2psi/14kPa) 이상

타이어에 공기압이 부족하면 연비가 떨
어지고 트레드의 수명이 짧아지며 차의
핸들링과 정지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
다.

낮아지면 공기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것이므로 재규

차를 강한 햇빛 아래 세워 두었거나 높
은 기온에서 운행했을 때는 타이어 공
기압을 낮추지 마십시오. 차를 그늘진
곳으로 옮겨 타이어를 식힌 후 공기압
을 점검하십시오.

/30~40kPa) 높아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타

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타이어를 점검받으십시오.
타이어 온도가 높은 상태로 공기압을 점검할 필
요가 있을 때는 공기압이 0.3~0.4바(4~6psi
이어 온도가 높을 때는 공기압을 상온 공기압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공기압을 조절하려면 타이어를
충분히 식히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 조절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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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게이지/팽창기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측방향 압력을 가하면 밸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TPMS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
체형 팽창 완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체형 팽창 완드는 TPMS
밸브에 과도한 측방향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1. 밸브캡을 엽니다.
2. 게이지/팽창기를 밸브에 단단히 연결합니다.
3. 게이지에 나타나는 공기압을 읽습니다. 공기압이
낮으면 공기를 보충하십시오.
4. 공기를 보충한 다음에는 게이지를 분리했다 다
시 부착하고 공기압을 읽습니다. 본 단계를 생략
하면 공기압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5.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게이지를 분리하고 밸브
중앙을 눌러 공기를 빼냅니다. 게이지를 다시 부
착하고 공기압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6. 정확한 공기압이 나올 때까지 공기를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7. 밸브캡을 닫습니다.

타이어 밸브
밸브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단단히 닫

교체용 타이어
타이어는 종류가 같은 것(가능하면 브
랜드와 트레드 패턴이 같은 것)으로 교
체하십시오.
재규어에서 권장하지 않은 타이어를 사
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는 타이어 제
조사의 지시를 잘 따르십시오.
차에 정격 속도가 낮은 특수 타이어(예
: 스노 타이어, 오프로드 타이어)를 부
착했을 때는 해당 타이어에 정해진 속
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세한 것은 JLR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차에 타이어에 허용된 최고 속도
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본 라벨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본 라벨
은 타이어 전문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
다.
타이어는 4개 모두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 앞 타이어 2개나 뒷 타
이어 2개를 함께 교체하십시오.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는 밸런스를 맞추고 얼라인먼트를 점검하십시오.
타이어 라벨에 타이어 규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으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할 때는 밸브가 새

플랫 스팟

지 않는지도 검사하십시오.

높은 기온이 지속되는 곳에 차를 오래 세워 놓으면

압력 호스나 압력 게이지를 부착할 때
밸브가 꼬이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
십시오(밸브가 손상될 수 있음).

타이어 측벽이 연화되어 노면과 접촉하는 부위가
약간 납작해지는데 이를 플랫 스팟이라 합니다.
타이어에 플랫 스팟이 생기는 것은 정상이지만 플
랫 스팟이 생긴 상태로 운전하면 차에서 진동이 느
껴질 수 있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면 플랫 스팟이 사
라지면서 진동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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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차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타이어에 플랫 스

	본 심벌은 스노 타이어(겨울 전용 타이

팟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이어를 측벽에

어)를 가리킵니다. 스노 타이어는 겨울

나오는 최대 공기압으로 팽창시켜 놓을 수 있습니

에 접지력이 많이 필요할 때나 기온이

다. 차를 다시 사용할 때는 타이어 공기압을 주행

특히 낮을 때 사용합니다.

공기압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267페이지의 타이어
공기압을 참조하십시오.

타이어의 열화
타이어는 자외선, 극한 기온, 큰 하중, 환경 조건 등
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열화되기 때문에 6년마다
교체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보다 자주 교체하는 것
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노 타이어의 사용
나라에 따라 연중 특정 기간에 스노 타이어를 사용
할 것을 법으로 정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참고 : M+S(진흙/눈) 타이어는 겨울에도 우수한
접지력을 가지므로 스노 타이어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노 타이어를 사용하려면 스노 타이어를 네 바퀴
모두에 장착해야 합니다.
새 타이어가 눈길이나 얼음길에서 최상의 접지력을
발휘하려면 건조한 도로에서 최소 160km를 운전
하여 타이어를 길들여야 합니다.
스노 타이어를 사용하려면 원래의 휠 크기가 얼마
냐에 따라 휠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휠을
바꾸려면 네 바퀴 모두의 휠을 바꾸어야 합니다.

승인된 스노 타이어
앞 타이어
245/45R19 102V Pirelli Sotto Zero Series ll
245/45R20 99V Pirelli Sotto Zero Series ll
245/45R19 102V Dunlop Winter Sport 3D
245/45R20 99V Dunlop Winter Sport 3D
뒷 타이어
275/40R19 105V Pirelli Sotto Zero Series ll

참고 : 스노 타이어는 OEM 타이어보다 정격 속도
가 낮을 것이 많습니다. 스노 타이어를 부착했을
때는 차량 속도가 해당 정격 속도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차에 타이어에 허용된 최고 속도를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본
라벨을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
다. 본 라벨은 타이어 전문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
다.

275/35R20 102V Pirelli Sotto Zero Series ll
275/40R19 105V Dunlop Winter Sport 3D
275/35R20 102V Dunlop Winter Sport 3D

타이어 공기압
160km/h 이하
앞바퀴

2.2바(32psi, 220kPa)

뒷바퀴

2.2바(32psi, 220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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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스노 체인의 사용

�

스노 체인을 부착하는 방법과 스노 체인을 부착

스노 체인은 단단한 노면에 눈이 많아
쌓였을 때만 사용하십시오.
스노 체인을 부착했을 때는 차량 속도
가 5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
오.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에는 스노 체인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스노 체인은 권장되는 형식의 것을 사

스노 체인 제조사의 지시를 잘 따르십시오. 특히
했을 때의 최고 속도에 유의하십시오.

�

노면 상태가 호전되면 차체나 타이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스노 체인을 제거하십시
오.

참고 : 스노 체인을 사용할 때는 윈터 모드를 선택
하고 DSC를 끄십시오. 눈이 많이 쌓인 도로에서
DSC를 켜면 휠스핀이 제한되어 접지력이 약해집
니다.

용하십시오.
단단한 노면에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재규어의 승인
받은 스노 체인을 사용하면 접지력이 좋아집니다.
스노 체인을 부착할 때는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

재규어의 승인 받은 스노 체인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재규어의 승인 받은 스노 체인은 테스트를
통해 차에 손상을 입히지 않음이 입증된 것입니
다. 자세한 것은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

차에 부착한 휠과 타이어가 OEM 규격에 부합해
야 합니다.

�

단방향 트랙션 장치나 스노 체인은 뒷바퀴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에는
단방향 트랙션 장치나 스노 체인을 부착할 수 없
습니다.

�

스노 체인은 같은 액슬의 좌우 타이어 모두에 부
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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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TPMS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음을 경고
하기만 하고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해
주지는 못합니다. 정기적으로 타이어가
식었을 때 정확한 게이지로 모든 타이
어의 공기압을 점검하십시오.
TPMS는 타이어의 손상을 인식하지 못
합니다. 정기적으로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할 때 밸브가 휘
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공기 호스 커넥터를 밸브 꼭지에 정확
히 끼우십시오.

TPMS가 있는 휠은 외부의 금속 잠금너트와 밸브

TPMS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

(1)를 보고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TPMS가 없는

체형 팽창 완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휠에는 고무 밸브(2)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권장됩니다. 고체형 팽창 완드는 TPMS

정기적으로 타이어가 식었을 때 타이어 공기압을

밸브에 과도한 측방향 압력을 가할 수

점검, 조절하십시오. 차의 안전을 위해서는 TPMS

있습니다.

가 있더라도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 조

참고 : 승인 없는 액세서리는 시스템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 센터에
TYRE PRESSURE MONITORING FAULT(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결함)라는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참고 : 차에 규격이 맞지 않는 타이어를 부착하면
TPMS의 성능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이어를 교체할 때는 원래의 타이어와 종류가 같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절해야 합니다.
한 개 이상의 타이어에 공기압이 많이 부족하면 타
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등(황색)(61페이
지 참조)이 켜집니다. 신속히 차를 세우고 타이어
공기압을 차의 하중에 권장되는 공기압으로 높이십
시오.

타이어 공기압 점검

TPMS는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제공시)를 제외한

계기판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볼 수 있습니다. Tyre

모든 타이어의 공기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합니다.

Pressures 메뉴와 Recommended Pressures 메
뉴를 선택하십시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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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참고 : 타이어 공기압의 단위는 Tyre Pressures
메뉴와 Units 메뉴에서 바, psi, kPa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는 시동 스위치를 껐다 켜고 운전

계기판에 표시되는 타이어 공기압은 마지막 알려진

멈춥니다.

타이어 공기압과 권장 상온 타이어 공기압(괄호 안)
입니다.
참고 : 휠과 타이어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교체하
면 계기판에 표시되는 타이어 공기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를 15분 이상 운전
하여 시스템을 리셋하십시오.

을 재개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다가 임시용 스
페어 타이어를 정상(풀사이즈) 타이어로 교체하면
참고 : 차에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가 부착되어 있
을 때는 이를 정상 타이어로 교체한 후에 TPMS의
결함을 조사하십시오.

권장 타이어 공기압 조견표
계기판에 권장 상온 타이어 공기압 조견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Tyre Pressures 메뉴와 Recommended
Pressures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52페이지의 계기판
메뉴를 참조하십시오.
차량 규격에 따라 운전 조건(예 : 고속 운전, 고하중
운전)별로 다양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 교체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하면 시스템이 타이어
가 바뀌었음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임시용 스페
어 타이어를 부착한 후 25km/h 이상의 속도로 약
10분간 운전하면 FRONT (REAR) RIGHT (LEFT)
TYRE PRESSURE NOT MONITORED[우(좌)측 앞
(뒤) 타이어 공기압이 모니터되지 않음]라는 메시지
가 나타나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켜집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은 잠시 깜박이다기 지속적
으로 켜집니다.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를 장시간 사
용하면 TY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FAULT(TPMS 결함)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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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수리 키트
타이어 수리 키트
타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재규어 서비스 센
터에 연락하십시오.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차량은 트렁크 바닥 밑에 타
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 있습니다. 278페이지의 타
이어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는 한 개의 펑크난 타이어를 수리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수리하기 전
에 본 설명서의 타이어 수리 키트 단원을 잘 읽어
보아야 합니다.
타이어 수리 키트로는 트레드 부위(A)에 생긴 직경
6mm 이하의 펑크를 때울 수 있습니다. 273페이지
의 타이어 수리 키트 관련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
오.
참고 : 타이어 수리 키트에 포함된 밀봉제에는 유
효 기간이 있습니다(밀봉제 병에 표시됨). 유효 기
간이 지나기 전에 밀봉제 병을 교체하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 관련 안전 정보
펑크는 크기에 따라 일부만 때워질 수
도 있고 전혀 때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조금이라도 빠
지면 차의 안전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
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한
결과로 손상된 타이어는 타이어 수리
키트로 수리하지 마십시오.

A - 트레드 부위

트레드 부위(A)에 생긴 손상에만 타이
어 수리 키트를 사용하십시오.
타이어 측벽의 손상을 수리할 때는 타
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리한 타이어를 부착했을 때는 차량
속도가 8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십시오.
수리한 타이어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는 거리는 200km입니다.
수리한 타이어를 부착했을 때는 급제동
이나 급조작을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운
전하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는 본 키트가 제공된
차에만 사용하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를 타이어 수리 이외
의 용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하다가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는 기온이 -30℃와
+70℃ 사이일 때 사용하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할 때는 어린
이나 애완동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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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수리 키트
작동하는 컴프레서 곁에 서 있지 마십
시오.

타이어 수리 절차
타이어를 수리하기 전에 기어를 P에 놓
고 엔진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거십
시오. 또 비상등을 켜고 스마트 키를 차
에서 제거하십시오.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기 전에 타이어
측벽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균열, 손
상, 변형이 있으면 공기를 주입하지 마
십시오.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기 전에 타이
어 측벽의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타이
어 측벽에 균열, 융기 등의 손상이 있
을 때는 공기를 주입하지 마십시오. 컴
프레서가 작동할 때는 타이어 곁에 서
있지 마십시오. 타이어 측벽을 관찰하
십시오. 균열, 융기 등의 손상이 나타나
면 컴프레서를 끄고 압력 해제 밸브를
사용하여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십시오.
해당 타이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십
시오.

공기를 주입하면서 타이어 측벽을 관찰
하십시오. 균열, 융기 등의 손상이 나타
나면 컴프레서를 끄고 타이어에서 공기
를 빼십시오. 해당 타이어를 더 이상 사
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의 사용
밀봉제에는 천연 고무 라텍스가 들어
있습니다. 피부에 묻지 않도록 하십시
오.

컴프레서가 작동할 때는 타이어 곁에
서 있지 마십시오.

통행 차량이 없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
우십시오.

7분 내에 타이어 공기압이 1.8바
(26psi)에 도달하지 않으면 타이어의
손상이 심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하므로 타이어를 교체할
때까지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를 P에 놓으
십시오.
타이어에 박힌 물체(못, 나사 등)를 빼
내지 마십시오.
밀폐된 공간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이 아니면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 엔진
을 작동시키십시오.
컴프레서를 10분 이상 연속해서 작동
시키지 마십시오(컴프레서가 과열될 수
있음).
참고 : 운전자와 승객 모두 차에 임시로 수리한 타
이어가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리한 타이어를
부착했을 때 적용되는 특수한 운전 조건을 인식하
고 있어야 합니다.

1. 타이어 수리 키트를 열고 최고속도 라벨을 떼어
계기판 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입니
다. 계기나 경고등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컴프레서 전원 케이블과 공기 호스를 풉니다.
3. 밀봉제 병 설치부의 황색 캡과 밀봉제 병의 캡을
엽니다.
4. 밀봉제 병을 설치부에 단단히 돌려(시계 방향)
끼웁니다.
참고 : 밀봉제 병이 설치부에 완전히 끼워지면
밀봉제 병이 뚫리고 래칫 장치에 의해 밀봉제
병이 분리되는 것이 방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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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수리 키트
5. 펑크난 타이어의 밸브캡을 엽니다.
6. 공기 호스에서 캡을 제거하고 공기 호스를 타이
어 밸브에 연결합니다. 공기 호스가 단단히 조여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7. 컴프레서 스위치를 끄기(0) 위치에 놓고 전원 케
이블 커넥터를 보조 전원소켓(80페이지 참조)에

11. 타이어가

최소 1.8바의 공기압으로 팽창되었으
면 컴프레서를 끕니다. 컴프레서를 끈 후에는
엔진도 끌 수 있습니다.
12. 전원 소켓에서 전원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13. 신속히

타이어 밸브에서 공기 호스를 분리합니
다(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림).

삽입합니다.

14. 공기 호스와 타이어 밸브에 캡을 씌웁니다.

참고 : 담배 라이터 소켓에 이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

15. 타이어

수리 키트(밀봉제 병의 캡과 밀봉제 설

8. 컴프레서 스위치를 (I) 위치에 놓아 컴프레서를

10km를 운전한 후 타이어 수리 키트로 공기압

켭니다.

치부의 캡 포함)를 차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을 다시 점검해야 하므로 쉽게 꺼낼 수 있는 위

9. 타이어에 1.8바(26psi/180kPa) 이상 3.5바
(51psi/350kPa) 이하로 공기를 주입합니다.
참고 : 타이어 밸브를 통해 밀봉제를 주입할 때
는 공기압이 6바(87psi)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
다. 상승한 공기압은 약 30초가 지나면 다시 떨
어집니다.

누출된 밀봉제는 신속히 제거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경화되어 제거하기가 어려
워집니다.
10. 공기를 주입하는 도중에 컴프레서를 잠시 끄고
컴프레서에 장착된 게이지로 공기압을 점검합
니다.
참고 : 공기를 주입하는 데 10분 이상 걸려서
는 안됩니다. 10분이 지나도 타이어 공기압이
최소 공기압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타이어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치에 보관하십시오.
16. 바로 3km 정도를 운전하여 밀봉제가 타이어
내면을 도포하면서 펑크 난 부분을 밀봉시키도
록 합니다.

수리 후의 타이어 공기압 점검
운전할 때 진동, 스티어링휠의 비정상
적인 움직임, 소음이 발생하면 즉시 속
도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안전한 장소로
가서 차를 세우십시오. 육안으로 타이
어를 검사하고 공기압을 점검하십시오.
타이어에 손상이나 변형이 있거나 공기
압이 1.3바(19psi/130kPa) 이하일 때
는 차를 더 이상 운전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수리 키트로 수리한 타이어는
타이어 전문점이나 재규어 서비스 센터
에 가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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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수리 키트
1. 3km를 운전한 후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육안
으로 타이어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11. 타이어

밸브에서 공기 호스 커넥터를 분리하고
타이어 밸브와 공기 호스에 캡을 씌웁니다.

2. 타이어 수리 키트를 꺼냅니다.

12. 타이어 수리 키트를 차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3. 공기 호스 커넥터를 타이어 밸브에 단단히 돌려

13.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이나 재규어 서비스 센터

끼웁니다.
4. 게이지에 나타나는 공기압을 읽습니다.
5. 공기압이 1.3바(19psi, 130kPa) 이상이면 이를
알맞게 조절합니다. 타이어에 손상이나 변형이
있거나 공기압이 1.3바 이하일 때는 차를 더 이
상 운전하지 마십시오.

에 가서 수리한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교체합
니다. 교체에 앞서 타이어 수리 키트를 사용했
음을 타이어 전문점/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알
려주십시오.
14. 새 타이어를 부착한 후에는 공기 호스와 밀봉
제 병을 교체해야 합니다.

6. 컴프레서 스위치를 끄기(0) 위치에 놓고 전원 커

	완전히 빈 밀봉제 병만 일반 가정 쓰레

넥터를 전원 소켓에 연결합니다. 차가 밀폐된 곳

기와 함께 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비

에 있지 않으면 시동을 겁니다.

지 않은 밀봉제 병이나 공기 호스는 타

7. 컴프레서를 켜고(I) 공기압을 적정 레벨로 높입

이어 전문점이나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니다. 267페이지의 타이어 공기압을 참조하십시

서 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

오.

니다.

8. 컴프레서를 끄고 게이지를 읽어 공기압을 확인
합니다.
9. 컴프레서를 껐을 때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높으
면 공기압 해제 밸브를 사용하여 과도한 공기를
빼내십시오.
10. 타이어가 적정 공기압으로 팽창되면 컴프레서
를 끄고 전원 소켓에서 전원 커넥터를 뺍니다.
참고 : 밀봉제로 펑크를 때우면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에 오류가 발생하여 시
스템의 수치가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타이
어 수리 키트에 들어 있는 공기압 게이지로 손
상된 타이어의 공기압을 점검하여 알맞게 조
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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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
타이어 교체시의 안전
차를 들어올리거나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다음 경
고에 유의하십시오.

경사진 곳에서 휠을 교체할 때는 마주
보는 두 바퀴의 내리막쪽에 고임목을
대십시오(고임목이 하나 더 필요함).

통행 차량이 없는 안전한 장소를 찾으
십시오.

잭과 지면 사이나 잭과 차량 사이에 아
무 것도 끼우지 마십시오.

차와 잭을 평평하고 단단한 지면에 세
우십시오.

잭 헤드가 잭 받침부에 완전히 물리지
않은 상태로는 차를 들어올리지 마십시
오. 잭은 정해진 받침부 밑에 대십시오.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기어를 P에 놓으
십시오.
비상등을 켜십시오.

차를 들어올리기 전에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 차를 들어올렸을 때 차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앞바퀴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스티어
링휠을 잠그십시오.

차를 잭으로 받쳐 놓았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엔진을 작동시켜 놓지도 마
십시오.

승객과 애완동물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십시오.

스페어 타이어나 펑크난 타이어는 무거
우므로 잘못 취급하면 다칠 수 있습니
다.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다른 차량이 볼
수 있도록 경고 삼각대를 설치하십시
오.

차를 잭으로만 받치고 차밑에 몸을 넣
지 마십시오.

주차 브레이크가 뒷바퀴만 걸리므로 한
쪽 바퀴가 지면에서 들린 상태에서 기
어를 P에 놓는 것으로는 차가 움직이거
나 잭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 없
습니다. 잭으로 차를 들어올릴 때는 바
퀴에 고임목을 대십시오.
공구 키트에 들어 있는 고임목을 교체
할 바퀴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바퀴에
대십시오. 앞바퀴는 앞쪽에 고임목을
대고 뒷바퀴는 뒤쪽에 고임목을 대십시
오.

휠너트를 풀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
십시오. 휠 브레이스를 잘 끼우지 않으
면 휠 브레이스가 미끄러져 빠질 수 있
고 휠너트가 갑자기 풀릴 수도 있습니
다. 두 상황 모두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공구 키트는 바닥 밑 보관 공간에 단단
히 고정시켜 보관해야 합니다.
교체용 타어어의 규격(예 : 하중 용량,
크기, 정격 속도)이 차에 맞는지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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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
타이어 교체

차량 밑부분에 4개의 잭 받침부(잭을 받치는 곳)가
있습니다. 좌우 도어턱 밑부분에 삼각형 홈이 2개
씩 만들어져 있는데 이들 홈이 잭 받침부가 됩니다.
잭핸들을 돌려 조심스럽게 차를 들어올립니다. 타
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질 정도만큼만 차를 들어올리
1. 잭 : 잭에 적혀 있는 지시를 잘 따르십시오.
2. 휠 브레이스

십시오. 타이어를 적게 들어올릴수록 차의 안정성
이 높아집니다.

4. 견인 고리

참고 : 휠 중앙의 캡은 휠너트 렌치 핸들의 끝부분
(플라스틱으로 됨)을 사용하여 휠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 분리하십시오.

5. 고임목

휠너트 렌치를 사용하여 휠너트를 교차 순서(그림

3. 잠금 휠너트 어댑터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기 위해 볼트를 풀어 중앙부

참조)로 가볍게 조입니다.

를 통해 제거합니다.
차를 들어올리기 전에 휠너트를 풀어 느슨하게 만
드십시오. 휠너트를 제거하지는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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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교체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는 임시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에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운
전하고 가능한 한 빨리 원래의 타이어
와 크기가 같은 타이어로 교체하십시
오.
잭을 내리고 휠너트를 같은 순서로 완전히 조입니
다. 발이나 연장 바를 사용하여 휠너트를 너무 조이
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회가 오는 대로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 모든 휠너
트를 규정 토크(125Nm)으로 조이십시오. 규정 토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는 한 번에 한 개
만 부착하십시오.
차에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했을
때는 차량 속도가 80km/h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크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의 공기압은 4.2
바(60psi/420kPa)가 되어야 합니다.

잠금 휠너트

차에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를 부착했을
때는 DSC를 켜야 합니다.

잠금 휠너트는 공구 키트에 들어 있는 어댑터를 사
용하여 제거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신차가 출고될 때는 어댑터가 글러브함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러브함에 들어 있는 어
댑터는 꺼내서 공구 키트에 보관해야 합니다.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에는 스노 체인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어댑터 밑면에 코드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설명서 팩과 함께 제공된 정비기록/보증혜택 책자
에 코드 번호를 적어 놓으십시오. 새 어댑터가 필
요할 때는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코드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중요 - 스페어 타이어의 사용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를 사용할 때는 다음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에 부착된 라벨에
나오는 지시를 잘 따르지 않으면 차가
안정성을 잃거나 스페어 타이어가 펑크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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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
차량 구조 방법
차를 구조하거나 운반하는 데 권장되는 방법은 전
용 트럭이나 전용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를 구조하거나 운반하는 일은 유자격

견인 장비를 분리할 때는 사람이 다치
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차가
움직이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
다.

기술자가 차를 단단히 고정시킨 상태로

트렁크 바닥 밑에 위치한 공구 키트에 견인고리가

해야 합니다.

들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차는 278페

차를 구조하는 사람은 구조를 시작하기
전에 주차기어 해제 장치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본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이지의 타이어 교체를 참조하고 타이어 수리 키트
가 있는 차는 273페이지의 타이어 수리 키트를 참
조하십시오.

정비사용 자료에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
다. 본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변속
기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를 운반하는 동안 스티어링휠을 해제
해 놓아야 합니다. 스마트키는 차에 두
고 시동 스위치는 켜 놓아야 합니다.
본 차량은 네 바퀴 모두를 지면에 놓고
견인하거나, 앞바퀴나 뒷바퀴만 들어올
리고 견인할 수 없습니다(변속기가 크
게 손상될 수 있음).
참고 : 배터리를 분리하려면 먼저 스티어링휠을 해
제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분리한 후에는 스티어링
휠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전방 견인고리
전방 견인고리는 도로에서 본 차량을
견인할 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차가 손상되거나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차를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때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전방 견인 포인트는 앞범퍼에 위치하며 커버가 씌
워져 있습니다.
견인고리 설치하기
1. 앞범퍼에서 커버 하단을 눌러 클립을 해제하고
커버를 제거합니다.
참고 : 커버의 방향을 알아 놓으면 설치하기가
쉽습니다.

2. 노출된 소켓에 견인고리를 끼우고 시계 반대방
향으로 돌려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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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조
참고 : 견인고리에 휠 브레이스를 끼우고 돌리
면 조이기가 쉽습니다.

차를 운반하는 사람은 운반을 시작하기

커버를 설치할 때는 러그를 홈에 맞추고 반대쪽을

합니다. 본 장치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가볍게 눌러 클립에 물립니다.

정비사용 자료에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

전에 주차기어 해제 장치를 작동시켜야

다. 본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변속

차량 운반

기가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차는 결박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끈으로

차량 운반을 마친 다음에는 주차기어 해제 장치를

바퀴를 묶거나 바퀴에 고임목을 대서

리셋해 주어야 합니다.

고정시키십시오. 차체나 서스펜션을 묶
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체나 서
스펜션을 묶으면 서스펜션이 낮아질 때
묶은 것이 느슨해집니다.
차를 운반하는 데 권장되는 방법은 차량 전용 평상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반하는 일은 유자격 기술자가 차를 단단히
고정시킨 상태로 해야 합니다.

주차기어 해제
바퀴에 고임목을 대고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 페달을 단단히 밟으십시
오(이에는 두 사람이 필요함). 이와 같
이 하지 않으면 차가 예기치 않게 움직
여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차를 구조할 때는 주차기어 해제 장치를 작동시켜
야 합니다. 본 장치를 작동시키면 기어가 N에 고정
됩니다(P가 선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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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있은 후
시동을 걸거나 운전을 재개하기 전에
차에 충돌이 있었을 때는 시동을 걸거
나 운전을 재개하기 전에 재규어 정비
사 등 유자격 정비사에게 차를 점검받
아야 합니다.
참고 : 일부 차량에는 SOS 긴급 통화 버튼과 재규
어 어시스턴스 서비스 버튼이 있습니다. 206페이
지의 인컨트롤 프로텍트를 참조하십시오.

보행자 보호 시스템
참고 : 지역과 모델에 따라 차에 아래와 같이 작동
하는 보행자 보호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앞범퍼에 보행자와의 충돌을 감지하는 센서와, 보
행자의 다리 부상을 줄이는 에너지 흡수형 발포재
와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차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센서가 보닛 전개 시스템
을 작동시켜 보닛 힌지가 해제되면서 보닛 뒤쪽이
13cm 가량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보닛과 엔진룸 구성품 사이에 틈이 생겨
보행자가 받는 충격이 완화됩니다.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비상등을 끄려면
START/STOP 버튼을 눌러 엔진을 껐다 켜야 합니
다.
메시지 센터에 CHECK PEDESTRIAN SYSTEM(보
행자 보호 시스템 점검)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필요시 차를 재규어 서비스 센터로 운반해 가십시
오. 보닛이 전개되었을 때는 차를 운전하지 마십시
오.
참고 : 보닛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 메시지 센터에
CHECK PEDESTRIAN SYSTEM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로 차를 가져
가십시오. 보닛이 전개되지 않았을 때는 차를 운전
할 수 있습니다.

앞범퍼가 손상되었을 때는 신속히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가서 앞범퍼를 수리하십시오.

사고 데이터 기록기(EDR)
차에 ED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EDR은 사고 당시
의 운전 정보(주행 속도, 브레이크 페달/가속 페달
을 밟은 정도 등)를 기록하여 관련자들이 사고 상황

보행자 보호 시스템은 시동 스위치가 켜져 있고 차

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EDR이 구체적

량 속도가 25km/h에서 50km/h 사이일 때 작동합

으로 기록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니다.

�

각종 시스템의 작동 상태

�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작용했는지 여부

보행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는

�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정도

보닛을 열지 마십시오.

�

차량 속도

보행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한 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차를 세우십시오.

이들 데이터는 충돌이나 상해가 발생한 상황을 이
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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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이 있은 후
참고 : EDR은 비중 있는(경미하지 않은) 충돌 상
황에서만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정상적인 운전 조
건에서는 EDR이 아무 데이터도 기록하지 않습니
다. EDR은 개인 데이터(이름, 성별, 연령, 충돌 위
치 등)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조사 기관(예 : 법
률 집행기관)에서는 충돌 상황을 조사할 때 통상적
으로 얻어지는 개인 식별 데이터를 EDR 데이터와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EDR이 기록한 데이터를 읽으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고 차와 EDR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차량 제조사 외에 특수 장비를 갖춘 기관(예 : 법률
집행기관)이 차와 EDR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해당 기
관에서도 EDR이 기록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
다.

한국
차에 ED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EDR은 사고 당시의 운전 정보(주행 속도, 브레이크
페달/가속 페달을 밟은 정도 등)를 기록합니다.
EDR에 기록된 정보는 관련자들이 사고 상황을 정
확히 이해하는 것을 돕습니다.

서비스 데이터 기록기
차에 장착된 서비스 데이터 기록기는 차량 진단 정
보를 수집, 저장합니다. 차량 진단 정보에는 엔진,
스로틀, 스티어링, 브레이크 등 각종 시스템과 모듈
의 성능이나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서 차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
비하기 위해 서비스 데이터 기록기에 접속하여 차
량 진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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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라벨
라벨 위치

1. 에어컨 라벨 - 좌측 윙 안쪽
본
 심벌이 있는 경고 라벨은 설명

2. 엔진 번호

서의 관련 내용을 읽을 때까지 부

2.0리터 가솔린 차량은 엔진 장착 플렌지에 각인

품을 만지거나 조절하지 말 것을

되어 있고 기타 차량은 우측 캠 커버 앞에 표시

가리킵니다.

되어 있습니다.

본 심벌이 있는 라벨은 시동 시스

3. VIN 플레이트 - 앞유리 좌하단 안쪽에 위치하여

템에 높은 전압이 사용되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VIN은 서스펜션 타워 우

시동 스위치를 켤 때 시동 시스템

측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의 구성품을 만지지 말 것을 가리

참고 : 재규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려면 VI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킵니다.
라벨은 중요한 주제(예 : 타이어 공기압, 에어백, 엔

4. 에어백 라벨 - 선바이저

진룸의 위험)에 사용자의 주의를 끄는 데 목적이 있

5. VIN과 권장 최대 차량 중량이 표시된 차량 식별

습니다.

플레이트 - 운전석쪽 B 필라에 위치합니다.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승객석 에어백 라벨 - 앞승객석쪽 B 필라에
위치합니다.
에어백 경고 라벨 - 운전석쪽 B 필라 하단에 위
치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라벨 - 운전석쪽 B 필라에 위치
합니다.
6. 연료 규격 라벨 - 연료 플랩 안쪽
7. 배터리 경고 라벨 - 배터리 윗면
차의 모든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각종 라벨
에 나오는 정보를 잘 읽고 따라야 합니다. 특정 품
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찾아보기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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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엔진 규격
실린더 수

배기량(cc)

2.0L 가솔린

4

1,999

3.0L 가솔린

6

2,995

5.0L 가솔린

8

5,000

3.0L 디젤

6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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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윤활유와 용액
구분
엔진 오일

차량
2.0L 가솔린

규격
JLR 규격 STJLR.03.5003에 부합하는 SAE 5W-30
엔진 오일.

3.0L 가솔린

JLR 규격 STJLR.51.5122 규격에 부합하는 SAE
0W-20 엔진 오일.

5.0L 가솔린

JLR 규격 STJLR.51.5122 규격에 부합하는 SAE
0W-20 엔진 오일.

3.0L 디젤(DPF 장착)

JLR 규격 STJLR.03.5005에 부합하는 SAE 5W-30
엔진 오일.

3.0L 디젤(DPF 미장착)

JLR 규격 STJLR.03.5003에 부합하는 SAE 5W-30
엔진 오일.

디젤 배기액

디젤

ISO 표준 22241-1에 부합하는 AdBlue®.
디젤 배기액은 DEF, AdBlue, AUS 32, ARLA 32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모든 엔진

Mobil ATF320 PAS 오일이 권장됨.

브레이크액

모든 엔진

재규어 브레이크액. 이를 구할 수 없을 때는 ISO
4925 6등급 규격에 부합하는 저점도의 DOT4 브레이
크액을 사용할 수 있음.

워셔액

모든 엔진

용기에 나오는 지시에 따라 깨끗한 물로 희석한 부동
워셔액.

냉각수

모든 엔진

STJLR.651.5003(오렌지색) 규격에 부합하는 부동액
을 물과 50:50으로 혼합한 장수 냉각수.

윤활유나 용액의 규격에 의문이 있을 때는 재규어

재규어가 권장하는 Castrol EDGE Professional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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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중량
차량 중량(최저)

차량 총중량

최대 프런트액슬

최대 리어액슬

(kg)

(GVW)1) (kg)

하중2) (kg)

하중2) (kg)

3.0L 디젤

1,835

2,400

1,180

1,280

2.0L 가솔린

1,735

2,280

1,080

1,280

3.0L 가솔린 RWD

1,765

2,350

1,130

1,320

3.0L 가솔린 AWD

1,865

2,430

1,180

1,320

5.0L 가솔린

1,875

2,400

1,180

1,320

3.0L 디젤

1,860

2,450

1,180

1,320

2.0L 가솔린

1,755

2,320

1,080

1,300

3.0L 가솔린 RWD

1,775

2,400

1,130

1,320

3.0L 가솔린 AWD

1,875

2,450

1,200

1,320

5.0L 가솔린l

1,885

2,450

1,180

1,320

차종
표준 축거(SWB)

장 축거(LWB)

최대 트렁크 하중(전차종) : 35kg
최대허용 액슬 중량과 규정 타이어 공기압이 지켜
질 때는 최대허용 트렁크 하중을 초과할 수 있습니
다.
1) 승객과 짐을 포함한 최대 허용 차량 중량
2) 프런트액슬 최대 하중과 리어액슬 최대 하중이 함께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GVW 한계를 넘기 때문).

참고 : 본 차량은 견인차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인 총중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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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제원

항목

명칭

mm

1

전폭(미러 포함)

2,105

2

전폭(미러 제외)

1,900

3

전고

1,460

4

전장
장 축거 차량

5,265

표준 축거 차량

5,140

5

윤거 - 앞바퀴

1,625

6

윤거 - 뒷바퀴

1,605

7

축거

8

장 축거 차량

3,155

표준 축거 차량

3,030

건널 수 있는 물깊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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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항목
-

명칭

mm

회전 직경
장 축거 차량

12.3m

표준 축거 차량

11.9m

* 물을 건널 때의 최대 속도 : 7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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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용량
항목

차량

용량(리터)

연료 탱크

디젤

77

가솔린

80

3.0L 디젤

6.6

2.0L 가솔린

5.4

3.0L 가솔린(RWD)

7.25

엔진 오일(보충과 필터 교체)

3.0L 가솔린(AWD)

6.5

5.0L 가솔린

7.25

디젤 배기액(DEF)

디젤

15

워셔액

모든 차량

5.5

표에 나오는 용량은 대략적인 것으로 참고용에 불
과합니다. 각종 유액의 레벨은 딥스틱으로 점검하
거나 메시지 센터에 나오는 정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DEF를 과도하게 보충하면 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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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성능 데이터
모델

최대 출력(kW)/

최대 토크(Nm)/

최대 차량 속도

엔진 속도(rpm)

엔진 속도(rpm)

- km/h (mph)

2.0L 가솔린

177/5,500

340/1,750

241 (150)

3.0L 가솔린

250/6,500

450/3,500

250 (155)

5.0L 가솔린(346KW)

346/6,000~6 500

575/2,000~5,500

250 (155)

5.0L 가솔린(375KW)

375/6,000~6,500

625/2,000~5,500

250 (155)

5.0L 가솔린(405KW)

405/6,500

680/3,500

280 (174)

3.0L 디젤

221/4,000

700/1,500~1,750

25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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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스마트 키용 트랜스미터의 위치

1. 실내 트랜스미터
2. 도어 핸들 트랜스미터
3. 트렁크 내부 트랜스미터
4. 트렁크 외부 트랜스미터

몸에 의료 장비를 부착한 사람은 차에
장착된 트랜스미터에서 22cm 이상 떨
어져야 합니다. 이는 의료 장비와 트랜
스미터 사이에 전파 간섭이 생기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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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트랜스미터 정보
서비스

주파수대

최대 출력

안테나 위치

조건

단파

1.8-30

100 (RMS)

루프의 금속부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8m

30-50

120 (RMS)

루프의 금속부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6m

50-54

120 (RMS)

루프의 금속부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4m

68-87.5

120 (RMS)

루프의 금속부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2m

142-176

120 (RMS)

루프의 금속부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70 cm

410-470

120 (RMS)

루프의 금속부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TETRA

380-390

TETRAPOL

410-420

20 (Peak)

루프의 금속부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450-460
806-825
870-876
4G

703-748

20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4G

832-862

20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GSM 850

824-849

20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GSM 900

876-915

20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23 cm

1200-1300

25 (RMS)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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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서비스

주파수대

최대 출력

안테나 위치

조건

GSM 1800

1710-1785

2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GSM 1900

1850-1910

2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IMT-2000(3G)

1885-2025

1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WiFi/Bluetooth

2400-2500

1 (Peak)

임의의 위치

트랜스미터, 하니스, 안테나
설치시 ISO/TS 21609 준수

4G

2496-2690

1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WiFi

4195-5825

1 (Peak)

차내에서 자체 안테나를

CE/FCC 또는 동급 마크가

사용하는 휴대폰 또는

있는 장치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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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한국
전방향 전송이나 일지점에서 다지점으로의 전송은
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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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차대번호 각자 위치
타각
라벨

라벨

라벨

엔진룸 서스펜션 타워 우측에 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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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규격
엔진 형식/엔진 각자 위치
■ XJ 2.0P

■ XJ 3.0D

204PT / 실린더 블록 뒷면

306DT / 실린더 블록 우측

■ XJ 3.0SC, 5.0SC

3.0SC : 306PS, 5.0SC : 508PS
우측 실린더 뱅크 후방의 실린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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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정비 계획

온라인 서비스 이력(OSH)

차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려면 정기적으로 JLR 서

OSH는 고객의 정비 기록부에 스탬프를 찍는 것을

비스 센터에서 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OSH를 사용하면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정비를 예약합니다(비상 상황이 아닐 경우). 정
비를 예약할 때 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말해 주십시오. JLR 서비스
센터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이력(OSH)을 보고 차
에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가능시).

JLR 서비스 센터에 도착했을 때
�

이름과 주소를 말해 주고 주간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작
업이 필요할 때 연락하려면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요한 작업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

차의 서비스 이력이 중앙 시스템에 저장되어 JLR
서비스 센터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를 보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OSH에는 모든 정기 정비 이벤트가 기록됨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검사나 교체가 필요한 품목도 기록
됩니다.
차량 보증이 효력을 유지하려면 권장 정비 주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작업이 필요할 때는
최신 OSH가 정기 정비를 실시했다는 증거를 제공
합니다.
정비가 있을 때마다 JLR 서비스 센터에서 OSH를
업데이트합니다. 필요한 정비를 실시했다는 증거로
고객에게 최신 OSH의 출력본이 제공됩니다.
OSH는 차량 수명기간 동안 안전하게 저장되므로

작업에 요금이 부과되는지 묻습니다. 요금이 부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OSH는 차의

과된다면 부과 내용을 묻고 결제 방법을 정합니

판매 가치를 높이고 후속 차주는 OSH를 통해 신뢰

다.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

고객이 차를 찾으러 올 일자/시간을 정하거나 서

무 JLR 서비스 센터에서나 고객에게 최신 OSH 출

비스 센터에서 차를 가져다 줄 장소와 일자/시간
을 정합니다.
참고 : 차를 회수할 때 최신 OSH 출력본이 제공되
는지 확인하십시오. OSH가 사용되지 않는 지역에
서는 정비 기록이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력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신 OSH 출력본에는
OSH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들어 있습니다.
OSH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JLR 서비스 센터나 현
지 재규어 디스트리뷰터에 연락하십시오. 현지 재
규어 디스트리뷰터는 재규어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OSH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도 있는 데 이
런 지역에는 정비 기록부가 제공됩니다. 300페이
지의 정비 기록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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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정비의 필요성

유액 교환

차량 수명 기간 전체에 걸쳐 정기 정비를 실시해야

브레이크액과 냉각수(부동액과 물을 혼합한 것)는

합니다.

정해진 주기로 교환해야 합니다. JLR 서비스 센터

일부 차량은 계기판에 정비 주기 표시기가 있습니
다. 정비가 필요하게 되면 시동 스위치를 켤 때 이

에서는 정해진 주기에 맞추어 브레이크액과 냉각수
를 교환해 드립니다.

식에 따라 정비 주기 플랜에 나타나는 거리보다 짧

참고 : 유액을 교환할 때는 작업비와 재료비가 추
가됩니다.

은 거리에서 메시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이 필

정비 주기 플랜에 나타나는 주기는 하나의 기준에

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주기는 정비 주기

를 알리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차를 운전하는 방

불과합니다. 메시지 센터에 다음 정비 시점까지 실
제로 남은 거리가 표시됩니다. 정비를 실시하면 메
시지 센터의 정비 주기 카운터가 리셋됩니다.
차에 정비 주기 표시기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도 있
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정비 주기 플랜을 참조해야
합니다. 정비는 정비 주기 플랜에 나오는 주기(거리

플랜에 나오는 것보다 많이 깁니다(유지관리 점검
지에 주기가 표시됨).

열악한 운전 조건
열악한 운전 조건에서는 정비에 보다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차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행하려

와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 기준)로 실시해야 합

면 매일 차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니다. 열악한 운전 조건에 적용되는 정비 스케줄은

권장 정비 스케줄을 지키지 않으면 엔진이 조기에

메시지 센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보증이 적용되지
않음).

정비 내용

지역에 따라 독특한 정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비의 정확한 내용은 모델, 차령, 주행거리, 운전

고객의 차에 독특한 정비가 필요한지는 JLR 서비스

조건(열악한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의 차에 적용되는 정비 작업은 JLR 서비스 센터에
서 사용하는 정비점검 시트(Maintenance Check
Sheet)에 나옵니다.
참고 : 일부 서비스 센터에서는 다양한 정비 레벨
로 자체 점검 시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기준에 부합하려면 최고의 정비 레벨
을 고수해야 합니다.

열악한 운전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먼지나 모래가 많은 곳에서 운전하기

�

거친 도로나 진흙길에서 운전하기

�

물을 자주 건너기

299

17 XJ 사용설명서(170626).indd 299

2017-06-26 오전 11:10:47

정비
�

기온이 50℃를 넘는 더운 곳에서 자주 운전하기

대체 정비 기록부

�

기온이 -40℃를 밑도는 추운 곳에서 자주 운전

OSH가 사용되지 않는 곳에서 정비 기록부를 분실

하기

했을 때는 www.jaguarliterature.com이나 JLR 서

�

산악 지대에서 자주 운전하기

�

트레일러를 자주 견인하기

�

도로에 소금 등의 부식성 물질을 뿌리는 곳에서
운전하기

도움이 필요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비스 센터로 대체 정비 기록부를 주문할 수 있습니
다.
대체 정비 기록부는 원본과 확연히 다릅니다. 표지
와 타이틀 페이지에 다른 명칭이 사용됩니다. 3페
이지에는 대체 정비 기록부를 사용하는 이유가 설
명됩니다. 페이지마다 REPLACEMENT(대체)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원본 형태의 정비 기록부는 구입

정비 기록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는 차량 정비 이력을 무

OSH가 사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정비 기록부에

단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Vehicle

정비 내용이 기록됩니다.
정비 기록부에 나오는 정보는 보증 혜택에 영향을

Details 페이지에 나오는 정보를 대체 정비 기록부
에 옮겨 놓으십시오.

미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정비를 마칠 때마다
정비 기록부에서 스탬프와 서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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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정비 주기 플랜
정비 주기 플랜에 나오는 A와 B는 해당 거리/기간
에 필요한 정비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정비 주기 플랜 - 2017년식 이후
2.0L 가솔린

3.0L/5.0L 가솔린과 3.0L 디젤

A 서비스

A 서비스

16,000km 또는 12개월*

26,000km 또는 24개월*

B 서비스

B 서비스

16,000km 또는 12개월*

26,000km 또는 24개월*

(이전 A 서비스 후)

(이전 A 서비스 후)

A 서비스

A 서비스

16,000km 또는 12개월*

26,000km 또는 24개월*

(이전 B 서비스 후)

(이전 B 서비스 후)

1차 B 서비스부터 반복.
* 먼저 도래하는 것 기준.
참고 : 열악한 조건에서 운행하는 차는 보다 잦은
오일 교환이 권장됩니다.

수명 종료 차량(ELV)
재규어 랜드로버는 일부 지역의 차량 재활용 규정
과 ELV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
립해 놓고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현지 규정에 따라 수명이 다한
차량과 스타터 배터리(초기 차량 등록일과 무관)를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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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차주의 책임
차를 올바로 사용하고 정비하면 고비용 수리를 피
할 수 있게 됩니다.
차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보증 수리가 필요할 때는
신속히 JLR 서비스 센터로 차를 가져가야 결함이
차에 미치는 영향과 수리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
니다.
차를 정비한 기록을 차에 보관하십시오.

데이터 보호 정책
재규어 랜드로버는 모든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

고객이 재규어 랜드로버, JLR 딜러, JLR 서비스 센
터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사람의 무단 접근
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컴퓨터 서버에 암호화된
전자 포맷으로 보관됩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고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되 양이 과도하지 않도
록하고 필요한 동안만 보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은 아무 때나 자신에 대해 어떤 정보가 보관되
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 잡으며
재규어 랜드로버나 그 계열사/제휴사로부터 통신물
을 받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
로버나 그 계열사/제휴사로부터 통신물을 받는 것
을 거부하려면 JLR 딜러에 연락하십시오.

합니다. 재규어 랜드로버가 수집한 고객 정보는 고
객의 요청을 만족시키고 고객이 체결한 계약을 실
행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알리고 고
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객
정보는 관련 데이터 보호법과 EC 규정 95/46/EC
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취급됩니다. 고객 정보는 고
객의 혜택을 위해 재규어 랜드로버의 계열사, 제휴
사, 딜러, 서비스 센터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위와 같은 경우와 법에 요구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공
개하지 않습니다.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해당 제3자가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를 준수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고객의 행동 패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고객이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파트너나 제3자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점검
고객의 차는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이 점
검되었습니다. 차가 재규어 랜드로버의 기준에 맞
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검사자가 최
종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보증과 소비자 보호법
본 보증은 제조사의 보충 보증입니다. 본 보증은 딜
러와 체결한 차량 구매 계약에 따른 고객의 권리와
소비제품 판매에 적용되는 법규에 따른 고객의 권
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 서비스 받기
차에 보증 서비스가 필요하면 JLR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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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증의 이전

도장면 보증

본 보증은 차량 소유권이 바뀌어도 효력을 유지합

페인트나 도장의 결함으로 차체 도장면을 수리할

니다.

필요가 있을 때는 보증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이 바
뀌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JLR 서비스 센터에서 무

해외에서의 보증 적용

상으로 해당 도장면을 수리해 드립니다.

재규어 랜드로버는 전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비

보증 기간 : 제조사 보증에 따름(마일리지 한도 없

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JLR 서

음)

비스 센터에서나 보증 수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 보증

부식 방지 보증
부식으로 차체에 구멍이 생겼을 때는 보증 기간 내

제조상의 결함으로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필요

에 차량 소유권이 바뀌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JLR

가 있을 때는 보증 기간 내에 차량 소유권이 바뀌었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패널을 수리하거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JLR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

교체해 드립니다.

로 해당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드립니다.

제조사 보증 기간
보증 기간 : 3년. 마일리지 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
서는 3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 마일리지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JLR 딜러에 문의하십시
오.
JLR 서비스 센터에서 보증 수리를 실시할 때는 순

보증 기간 : 6년(마일리지 한도 없음)
참고 :‘구멍’
이란 용어는 재료의 결함에 따른 부
식으로 차체의 내부에서 외부로 또는 차체의 밑면
에서 윗면으로 관통된 구멍을 의미합니다. 본 보증
에 사용되는‘차체’
라는 용어는 금속 패널로서 도
어, 보닛, 엔진룸, 트렁크, 윙, 도어턱, 스커틀, 루프,
바닥 패널, 프레임, 섀시 멤버를 포함하고 유광 트
림, 범퍼, 몰딩, 힌지, 휠 등의 부착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 JLR 부품이 사용됩니다. 교체된 부품은 재규어
랜드로버의 재산이 됩니다.

부품/액세서리 보증

참고 : 현지 법에 달리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순정 JLR 부품/액세서리에 적용되는 보증이 따로

보증 수리를 실시할 때 사용된 부품에는 남은 보증

있습니다. 재료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순정 JLR 부

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 : 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사가 따로 보증합니
다. JLR 서비스 센터에서 타이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품이나 순정 JLR 액세서리에 수리나 교체가 필요하
면 JLR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액세
서리를 수리하거나 교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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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본 보증에 따라 JLR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액세서
리를 수리하거나 교체했을 때는 작업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JLR 서비스 센터 이외의 곳에서 부품/액
세서리를 수리하거나 교체했을 때는 작업비가 보상
되지 않습니다.
참고 : 순정 JLR 부품/액세서리는 재규어 랜드로
버의 안전/신뢰성 표준에 맞게 디자인 되었기 때문
에 항상 순정 JLR 부품/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순정 JLR 부품/액세서리가 아닌 부품/
액세서리는 재규어 랜드로버에서 테스트하지도 않
고 승인하지도 않습니다. 재규어 랜드로버에서 시
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이런 부품/액세
서리는 단독으로나 차에 설치한 상태로 적합성이
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순정 JLR 부품/액세서리의 보증 기간
부품/액세서리의 보증 기간은 제공일로부터 12개
월, 현지의 법정 기간, 표시된 수명 기간 중 긴 기간
이 됩니다. 보증 수리를 실시할 때 사용된 부품/액
세서리에는 남은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 : 순정 JLR 배터리는 보증 기간이 3년입니다
(마일리지 한도 없음).

신차에 설치한 액세서리
차를 운행하기 시작한 후 1개월/1,600km(먼저 도
래하는 것 기준) 이내에 JLR 서비스 센터에서 설치
한 순정 JLR 액세서리(증정품 제외)에는 제조사 보
증과 같은 보증 기간과 보증 조건이 적용됩니다.

배출가스 컨트롤 시스템 보증
재규어 랜드로버는 차량 판매 시점에 제작 당시 적
용되는 배출가스 표준에 부합하도록 차가 디자인되
고 제작되며 차가 본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하는
재료/제조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배출가스 컨트롤 시스템 보증 기간에 본 보증이 적
용되는 부품에 결함이 발생했으나 본 결함이 차의
부적절한 정비나 오용에 기인하지 않을 때는 JLR
서비스 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교체,
조절해 드립니다.
보증 기간은 딜러에서 알려 드립니다.

사고 차량 수리
사고로 차체를 수리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JLR 서
비스 센터에서 JLR 공인 차체 수리 센터가 순정
JLR 부품, 재료, 기술을 사용하여 차체를 수리하는
지 확인합니다. 이로 인해 남은 부식 방지 보증 기
간 동안 수리한 차체에 보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알루미늄 차체 수리
일부 모델은 알루미늄 차체에 최신 기술이 적용됩
니다.
재규어 랜드로버에서 전문 차체도장 센터에 기술을
지원합니다.
전문 차체도장 센터는 JLR 차량을 수리하는 데 필
요한 공구와 장비를 갖추고 높은 표준으로 작업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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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부품/
액세서리

�

른 부품의 결함(제조상의 결함 제외)으로 인해
손상됨.

재규어 랜드로버는 다음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
게 된 부품/액세서리의 수리나 교체에 책임을 지지

�

않습니다(보증을 적용하지 않음).
�

이런 부품, 제품, 액세서리의 설치나 사용에 기인

차량, 구성품, 부품, 액세서리의 변경 : 엔진 성

하는 손상에도 재규어 랜드로버의 차량 보증이
나 부품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이 없는 칩 튜닝) 포함.
정상적인 마모 :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

�

�

�

�

한 결함이나 손상.
�

태만, 사고, 홍수,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부품/
차내 다른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상.

�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

차량, 부품, 액세서리를 JLR의 정비 스케줄과 정
비 방법에 따라 정비하지 않음.

�

�

않음.
참고 : 규격에 맞는 오일/윤활유/용액을 사용하
지 않으면 차에 기계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
는데 재규어 랜드로버는 이로 인한 클레임을 거
부합니다.

재규어 랜드로버의 승인이 없는 규격의 연료나
대체 연료를 사용함.

�

연료나 엔진 오일에 첨가제와 플러싱제(재규어
랜드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것
제외)를 사용함.

�

출고된 차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운행 규격(현
지 법규 포함)에 부합하지 않음.

보증 수리에 재규어 랜드로버가 지정한 부품이
나 오일/윤활유/용액(또는 동급품)을 사용하지

재규어 랜드로버 규격을 이탈한 차량, 부품, 액세
서리의 변경.

액세서리 설치에 기인하는 손상.
�

규격에 맞지 않는 연료를 채움(예 : 디젤 차량에
가솔린을 채움).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상.

차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인용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예 : 모터 스포츠에 사용)으로 인

VIN을 변경하거나 제거한 차량 또는 주행거리계
를 불법 교체한 차량.

크 등 마찰 관련 부품의 마모 포함. 다른 품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승인 부품의 결함 또는 재규어 랜드로버가 권
장하지 않는 제품/액세서리의 결함 또는 오용.

능 향상을 위한 변경(특히 재규어 랜드로버의 승

�

부품 보증이 적용되는 부품/액세서리가 차내 다

�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차
량 변경의 영향(재규어 랜드로버의 승인 받은 경
우 제외).
참고 : 현지 운행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JLR 서
비스 센터에서 고객의 비용으로 차에 승인된 변
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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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도장면 보증과 부식 방지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부품
재규어 랜드로버는 다음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하

참고 : 재규어 랜드로버의 보증은 각 품목의 첫 번
째 정기 정비 시점까지 적용됩니다. 어느 품목의
보증 기간도 제조사 보증의 기간/마일리지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게 된 부품의 수리나 교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재규어 랜드로버의 지침에 따른 정기적인 세차
로 도장면과 차체를 올바로 관리하지 않음.

�

손상이나 부식이 있는 도장면을 신속히 보수하
지 않음.

�

재규어 랜드로버의 통제를 벗어나는 요인(염분,
산업분진, 폭풍, 산성비, 조류 배설물 등의 환경
요인), 돌자국, 긁힘, 부적절한 세제의 사용.

�

재규어 랜드로버가 승인하지 않은 재료와 방법
을 사용한 사고 수리.

�

재규어 랜드로버의 규격을 이탈한 차량 변경.

정기 정비 품목 중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

첫 번째 정기 정비 시점까지의 수리, 교체, 조절
수리, 교체, 조절이 필요한 부품의 일부에는 사용
수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품은 제조상의 결함이 있
는 경우 첫 번째 정기 정비 시점과 12개월이 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보증이 적용됩니
다.
모델에 관계 없이 다음 품목/조절이 이에 해당합니
다.
�

와이퍼 블레이드

�

스마트 키 배터리 (JLR 서비스 센터에 확인하십
시오.)

�

과 계기판 라이트에는 제조사 보증기간 전체가
적용됩니다.

정기 정비 과정에서 조절이나 교체가 필요한 소모
품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제외).
모델에 관계 없이 다음 품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모든 전구(실내등과 실외등). 예외 : 제논 전조등

�

조절 : 전조등 조절, 힌지달린 패널의 조절, 서
스펜션 조임, 스티어링 지오메트리 조절, 배출가
스/연료 시스템 점검, 윤활유 주입, 주차 브레이
크 케이블 조절, 휠 얼라인먼트, 휠 밸런싱 포함.

�

윤활유

�

오일 필터

�

연료 필터

�

에어 필터

기타 제외 사항

�

실내정화 필터(사용시)

재규어 랜드로버는 보증이 적용되는 결함에 기인하

�

구동 벨트

�

스파크 플러그(가솔린 엔진)

�

스마트 키 배터리(적용되지 않는 모델도 있습니다.

참고 :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등 마찰 관
련 부품은 제조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 보증
기간 전체가 적용됩니다.

는 시간 손실, 불편, 교통수단 상실 등의 부수적 피
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JLR 서비스 센터에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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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는 차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서비스로서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
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경
미한 상황에 이르는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제조사 보증 기간 전체에
걸쳐 제공됩니다.
재규어 24시간 고객지원 센터 :
080-333-8289
전화를 걸 때는 다음 정보를 준비해 주십시오.
�

성명

�

위치

�

차량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연락 전화번호

차가 교통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는 피해의 규모와
연루된 사람들의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 조건
경우에 따라 금융 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한 것은 www.jaguar.com의 Owner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긴급출동 서비스 센터로 거는 전화는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해 모두 녹음됩니다. 녹음 내용은 교육용으
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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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
규정 부합 확인서
다음에 나오는 정보는 인쇄 시점 현재에 정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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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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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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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승인
다음 정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라디오 형식 승인 확인과 관련됩니다.
아래 고지문은 다음 모델에 적용됩니다.
모델명 : IMC1.0_ROW 및 IS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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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ACC(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102

기울기 센서.............................................................. 18

AM/FM 라디오.......................................................138

긴급출동 서비스....................................................307

BSM 센서...............................................................115

길들이기.................................................................225

DSC........................................................................... 97
DVD 플레이어........................................................153
ECO 스탑/스타트 시스템....................................... 87
FOLLOW 모드........................................................103
ISOFIX 어린이 시트 설치 위치............................... 42
MY HOME 화면.....................................................124
RTD 센서................................................................181
SIM 카드 연결........................................................214
TRACDSC................................................................ 96

ㄱ
가솔린 엔진 차량...................................................216
가죽 내장................................................................236
가파른 경사로.......................................................... 93
경고.........................................................................197
경고 메시지와 정보 메시지.................................... 52
경고 삼각대............................................................233
경고등....................................................................... 55
경고등과 표시등...................................................... 56
경고음의 볼륨........................................................173
경미한 페인트 손상...............................................238
경사로 출발 보조 시스템(HSA).............................. 95
계기판....................................................................... 51
계기판 메뉴.............................................................. 52
고급 시트.................................................................. 25
고급 시트로 된 뒷좌석............................................ 80
교체용 타이어........................................................268
교통표지 인식 시스템...........................................116
구간 거리.................................................................. 53
권장 어린이 시트..................................................... 43
권장 타이어 공기압 조견표..................................272
규정 부합 확인서...................................................308
그리스와 타르 제거하기.......................................235

ㄴ
남은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 54
내비게이션 시스템................................................188
냉각수 레벨 점검...................................................245
냉각수 보충............................................................246

ㄷ
다이내믹 운전 모드...............................................120
단일/다중 포인트 승차............................................ 10
도난방지 시스템....................................................228
도어 잠금장치와 릴리스 레버................................ 17
도장면 보증과 부식 방지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부품................................................................306
뒷유리.....................................................................235
뒷좌석....................................................................... 25
뒷좌석 내비게이션................................................195
뒷좌석 리모컨........................................................158
뒷좌석 리모컨 배터리...........................................159
뒷좌석 스크린........................................................158
뒷좌석 온도조절 시스템.......................................164
뒷좌석 위치 메모리................................................. 25
뒷좌석 윈도 선블라인드......................................... 77
뒷좌석 헤드레스트.................................................. 28
뒷좌석의 안전.......................................................... 25
듀얼 뷰 컨트롤.......................................................155
듀얼 뷰....................................................................155
드립 와이프(잔류 물방울 닦기).............................. 69
디스크 탑재하기....................................................134
디젤 배기액(DEF)..................................................218
디젤 엔진................................................................220
디젤 차량의 액티브 주유 착오 방지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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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차량의 패시브 주유 착오 방지기................222

배터리 분리의 영향...............................................253

디젤 파티클 필터(DPF).........................................227

배터리 충전............................................................253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트렁크 열기................... 82

ㄹ
라벨 위치................................................................284
라이선스.................................................................136
라이트 스위치.......................................................... 63
레인센서................................................................... 69
림프홈 모드.............................................................. 91

ㅁ

배터리의 관리........................................................250
배터리의 분리........................................................253
밴드 조명 시스템..................................................... 64
변속기....................................................................... 89
보관 공간.................................................................. 79
보닛 닫기................................................................229
보닛 열기................................................................229
보조 시트.................................................................. 43
보조 전원 소켓......................................................... 80
보증.........................................................................302
보증과 소비자 보호법...........................................302

마이크 볼륨............................................................186

보행자 보호 시스템...............................................282

막힌 워셔액 분출구 뚫기......................................237

부식 방지 보증.......................................................303

머리말..........................................................................2

부품/액세서리 보증...............................................303

메인 메뉴................................................................192

부품과 액세서리....................................................228

무선 주파수 트랜시버............................................. 73

브레이크................................................................... 93

묶음띠가 있는 어린이 시트 설치하기................... 44

브레이크액 레벨 점검...........................................247

미디어.....................................................................130

브레이크액 보충....................................................247

미디어 장비 바꾸기와 분리하기..........................148

블루투스.................................................................187

미디어 장비 연결하기...........................................143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EBA).......................... 93

미디어 장비를 사용한 페어링과 연결.................147

비상 정지 신호(ESS)............................................... 95

미디어 컨트롤........................................................130
미러........................................................................... 71

ㅂ

ㅅ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113
사고 데이터 기록기(EDR).....................................282

바른 착석 자세......................................................... 22

사고 차량 수리.......................................................304

발렛 모드................................................................127

사이드 에어백.......................................................... 48

배출가스 컨트롤 시스템 보증..............................304

상시 4륜구동(AWD) 시스템.................................... 97

배터리 경고 심벌...................................................250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117

배터리 교체............................................................253

서비스 데이터 기록기...........................................283

배터리 내장 사운더................................................. 18

서스펜션................................................................... 92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254

선루프 리셋............................................................232
선루프 바람막이....................................................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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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의 걸림방지 기능......................................... 78

실외 미러.................................................................. 71

성능 데이터............................................................291

실외등....................................................................... 63

세차.........................................................................234
센서 결함.................................................................. 20
센서와 카메라........................................................234
소화기.....................................................................233
속도감응 모드.......................................................... 69
수리 후의 타이어 공기압 점검.............................275
스노 체인의 사용...................................................270
스노 타이어의 사용...............................................269
스마트 키 배터리의 교체........................................ 14
스마트 키용 트랜스미터......................................... 11
스마트 키용 트랜스미터의 위치..........................292
스마트 키의 관리..................................................... 14
스태빌리티 컨트롤.................................................. 96
스티어링휠............................................................... 31
스티어링휠 잠금장치............................................... 11
스티어링휠의 오디오 컨트롤................................133
스티어링휠의 전화 컨트롤....................................185
스티어링휠의 조절.................................................. 31
승차하기......................................................................8
승하차 모드.............................................................. 31
시동 걸기/끄기........................................................ 84
시동 백업.................................................................. 85
시동 보조장치 연결하기.......................................253
시동 스위치 켜기..................................................... 84
시동을 걸거나 운전을 재개하기 전에.................282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85
시트 마사지............................................................168
시트 설정................................................................170
시트 컴포트 설정...................................................167
시트 컴포트와 시트 조절......................................166
신차 실내 환기 - 주의 사항.................................163
신차에 설치한 액세서리.......................................304
실내 공기 센서.......................................................163
실내 움직임 센서..................................................... 18
실내 퓨즈함............................................................259
실내등....................................................................... 66

ㅇ
안전 주의사항........................................................216
안전 카메라............................................................200
안전벨트................................................................... 33
안전벨트 리마인더.................................................. 36
안전벨트 점검.......................................................... 36
안전벨트 프리텐셔너............................................... 35
알로이 휠................................................................234
알루미늄 차체 수리...............................................304
앞승객석의 이동...................................................... 24
앞유리 와이퍼 감지 기능........................................ 64
앞좌석....................................................................... 21
앞좌석 온도조절 시스템.......................................161
앞좌석 헤드레스트.................................................. 27
앞차와의 간격 선택하기.......................................104
액티브 헤드레스트.................................................. 47
액티브 리어 록킹 디퍼렌셜.................................... 97
어댑티브 서스펜션 컨트롤...................................... 92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102
어드밴스드 비상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107
어린이 시트.............................................................. 38
어린이 시트 설치 위치............................................ 40
어린이 시트 점검..................................................... 43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38
어린이의 안전.......................................................... 38
어프로치등............................................................... 64
얼룩 제거................................................................236
에어백....................................................................... 46
에어백 경고등.......................................................... 49
에어백 모듈 커버...................................................237
에어백 서비스 정보................................................. 50
에어백 시스템........................................................228
에어백 전개 효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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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과 액티브 헤드레스트.................................. 46

워셔액 레벨 점검...................................................249

에어백의 작동.......................................................... 47

워셔액 보충............................................................249

에어컨.....................................................................225

원격 시트 제어.......................................................170

엔진 규격................................................................285

웹 브라우저 설정...................................................203

엔진 오일 레벨 점검..............................................243

윈도........................................................................... 76

엔진 프리히터.......................................................... 86

윈도 리셋................................................................231

엔진 형식/엔진 각자 위치....................................297

윈도 선블라인드...................................................... 77

엔진룸.....................................................................234

윈도 선블라인드의 리셋.......................................232

엔진룸 커버 설치하기...........................................230

윈도의 걸림방지 기능............................................. 78

엔진룸 커버 제거하기...........................................229

윈도의 원터치 작동................................................. 78

엔진룸 퓨즈함........................................................257

유리.........................................................................235

연료 내 수분...........................................................220

유액 교환................................................................299

연료 소진................................................................220

유액 레벨 점검.......................................................239

연료 시스템............................................................230

유액 주입구의 위치...............................................239

연료 플랩................................................................221

유황 함량................................................................217

연료와 주유............................................................216

윤활유와 용액........................................................286

연료탱크 용량........................................................224

음성 컨트롤............................................................204

열선 스티어링휠...................................................... 32

음성 태그................................................................205

열악한 운전 조건...................................................299

이중 잠그기.............................................................. 15

오디오 설정............................................................133

인컨트롤.................................................................206

오일 보충................................................................245

인텔리전트 비상 제동 시스템(IEB)......................107

옥탄가.....................................................................216

일괄 닫기.................................................................. 16

온도조절 시스템과 컴포트 시스템.......................161

일괄 열기.................................................................. 10

온도조절식 시트....................................................168

일일 점검 품목.......................................................226

온라인 서비스 이력(OSH).....................................298

임산부의 안전벨트 착용......................................... 34

와이퍼 블레이드....................................................237

임시용 스페어 타이어 교체..................................272

와이퍼와 워셔.......................................................... 68
와이퍼의 서비스 위치...........................................231
와이퍼의 작동.......................................................... 68
외국에서 운전할 때................................................. 65
용량.........................................................................290
운전 모드................................................................120
운전 보조 시스템...................................................113
운전자 위치 메모리................................................. 23
운전자 부재 감지..................................................... 88
운전자 컨트롤.............................................................6
운전자 피로 경고 시스템......................................116

ㅈ
자가 정비................................................................226
자동 변속기.............................................................. 89
자동 상향 전조등 기능............................................ 64
자동 세차기............................................................234
자동 속도 제한기(ASL)........................................... 99
자동 실내공기 순환...............................................163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174
잠그기 실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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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확인.................................................................. 17

주행 안전 조절장치(DSC)....................................... 96

잠금 휠너트............................................................279

지도 업데이트........................................................198

장애인을 위한 차량 개조........................................ 50

짐 고정 포인트......................................................... 81

전구 교체하기........................................................230
전구 점검.................................................................. 56
전동 시트.................................................................. 21
전동 윈도.................................................................. 76
전동식 앞좌석 헤드레스트...................................... 27
전방 견인고리........................................................280
전방 경고 시스템...................................................106
전자 제동력 배분 시스템(EBD).............................. 94
전자 주차 브레이크(EPB)....................................... 94
전조등 워셔.............................................................. 69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ASPC).......................109
전화.........................................................................182
전화 시스템 아이콘...............................................185
점프 케이블 연결하기...........................................251
접근차량 감지 시스템...........................................114
접이식 테이블.......................................................... 26
정격 속도................................................................266

ㅊ
차가 움직일 때 시동 걸기....................................... 85
차가 움직일 때의 비디오 미디어 사용 제한.......150
차고도어 오프너...................................................... 73
차고에서의 안전....................................................228
차대번호 각자 위치...............................................296
차량 구조 방법.......................................................280
차량 배터리............................................................250
차량 열기.....................................................................8
차량 운반................................................................281
차주의 책임............................................................302
출발 후 잠그기......................................................... 13

ㅋ

정기 정비 품목 중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306

카펫과 매트............................................................237

정보와 지원.............................................................. 74

커튼 에어백.............................................................. 48

정비................................................................225, 298

컨트롤 개관.................................................................6

정비 계획................................................................298

큐 어시스트(QA)....................................................104

정비 내용................................................................299

크루즈 컨트롤........................................................101

정비 주기 플랜.......................................................301

키 없이 잠그기......................................................... 16

정비시기 표시계...................................................... 54

키리스 엔트리(키 없이 열기).................................. 10

정비의 필요성........................................................299
제논 전조등............................................................230
제원.........................................................................288

ㅌ

제조사 보증............................................................303

타이어.....................................................................265

제조사 보증 기간...................................................303

타이어 공기압........................................................267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부품/액세서리....305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271

주간 점검 품목.......................................................227

타이어 공기압 점검...............................................271

주간 주행등.............................................................. 63

타이어 관리............................................................266

주차 보조 시스템...................................................171
주차기어 해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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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인쇄물에 포함된 기능, 옵션 및 관련 내용은 국내
출시 사양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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