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취급설명서는 귀하의 차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취급방법을 설명하 습니다.

만만약약 차차량량의의 취취급급방방법법 미미숙숙지지로로 오오작작동동하하는는 경경우우,, 고고장장 및및 사사고고의의 원원인인이이 되되므므로로 차차량량을을 사사용용하하기기 전전에에 반반드드시시 숙숙지지하하십십시시오오..

본 취급설명서에 기재된 이외의 방법으로 차량을 사용시 안전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파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고 타인에

게 차량을 양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취급설명서를 함께 전달하십시오.

기아가족이되신것을진심으로환 합니다.

‘�’표시는 차량에 따라 장착되지 않는 부품이거나, 부품이 선택

사양인 경우를 표시합니다.

경고, 주의가 있는 문장 및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유념하십시오.

주의표시

선택또는미장착사양표시( �������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경고

표시입니다.

경 고

차량이 고장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주의 표

시입니다.

주 의

※※ 폐폐사사에에서서 지지정정하하는는 순순정정품품((엔엔진진 오오일일,, 변변속속기기 오오일일 등등))을을 사사용용하하지지 않않거거나나 불불량량 연연료료를를 사사용용했했을을 경경우우에에는는 차차량량에에 치치명명

적적인인 손손상상을을 줄줄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 사사용용 도도중중에에 차차량량의의 이이상상이이나나 고고장장이이 발발생생한한 경경우우 가가까까운운 폐폐사사 서서비비스스센센터터 또또는는 지지정정 정정비비 협협력력업업체체에에 문문의의하하십십시시오오..

※※ 본본 책책자자에에 수수록록된된 사사양양 및및 제제원원은은 폐폐사사 설설계계 변변경경에에 따따라라 사사전전 통통고고 없없이이 변변경경될될 수수도도 있있으으므므로로 양양지지하하시시기기 바바랍랍니니다다..

ⓒ 2008 기아자동차(주) 본 책자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쇄, 복사, 기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로도 복제, 재생,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책의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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