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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바른 주행 방법

1. 작동 방법
1.1 좌측 스위치

3. 모드 변경 방법

2.1 주행 시작
SPORTS

1. Hi-Beam / 상향등 : 전조등을 상향등 상태로 설정합니다.
2. Low-Beam / 하향등 : 전조등을 하향등 상태로 설정합니다.
3. Hazard / 비상등 : 비상시 사용하며 양쪽 방향지시등이 점멸됩니다.
4. Turn Signal / 방향 지시등 : 방향 전환시 버튼을 슬라이드하여 방향 지시등을 켭니다. 방향 전환 후 다시 중립 상태로 슬라이드하면
점멸됩니다.
5. Horn / 경적 : 경적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울리고 손을 때면 멈춥니다.
6. Passing / 패싱 : 패싱버튼을 누르면 상향등이 점등되고 손을 때면 점멸됩니다.

SMART

ECO

라이드 모드 변경 스위치

1. 출발하기 전 메인스탠드를 젖혀주시고, 차 왼쪽에서 승차한뒤, 시트에 정확히 앉아주세요. 이때 발을 지면에 대어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다면 올려 주세요.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으면 차량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1.2 우측 스위치
차량 주행 모드는 라이드 모드 변경 스위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번 누를 때 마다 스포츠 – 스마트 -에코 순으로 변경 됩니다.

3.1 스포츠모드
스포츠모드는 차량의 출력을 높여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모드 사용시 다음 사항을 주의하세요.
- 젖거나 미끄러운 노면을 조심하세요.
- 소비 전력이 증가해 배터리 잔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키포브의 언락 스위치를 누릅니다.
3. 차량 중앙의 전원(Power on) 버튼을 누릅니다. (클러스터 점등과 함께 차량이 활성화 됩니다.)

1. Light on/off / 전조등 온/오프 : 전조등을 켜고 끕니다.
2. Regeneration on/off / 회생제동 온/오프 : 회생제동 기능을 켜고 끕니다.
3. Ride mode / 주행모드 변경 : 주행모드를 변경합니다, (순환식 : 에코 > 스마트 > 스포츠 > 에코 ...)
4. Start / 시동 : 왼쪽 브레이크 레버를 당긴 후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켜집니다. (두번 누를시 Warning Sign 점등)
5. Reverse / 후진 : 오른쪽 핸들부의 리버스버튼(R)을 누르면 차량이 1km/h의 속도로 알림음 및 비상등이 작동하며 후진합니다.

- 장시간 연속해서 활성화하면, 고속 주행시 배터리
및 전원 시스템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시스템
보호가 작동되어 전원 출력이 저하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전원 시스템의 속도를 낮추어 배터리를
냉각해주세요.

3.2 스마트모드
스마트 모드는 이상적인 전력 출력을 조정하여
안전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드
입니다.

1.3 시트 여는 법

- 미끄러운 도로 또는 일상 주행을 하는 경우 스마트
모드를 켜는 것을 권장합니다.

1. 전원(Power off) 오프 상태에서만 시트를 열 수 있습니다.

3.3 에코모드

1) 키포브 언락 버튼 작동 후 시트열림 버튼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에코모드는 전력을 최소화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운전자에게 합리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드 입니다.

- Power on 상태에서는 키포브 언락 작동 시 반응이 없습니다.

4. 좌측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우측의 Start[시동] 버튼을 2초이상 누르면 클러스터에 Ready sign[주행
가능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우측의 Start[시동] 버튼을 2회 누를시 차량이 Hold 상태가 되며, Warning lamp[일반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다시한번 누를시 클러스터에 Ready sign[주행가능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
※ 차량은 Ready sign 이 점등되었을 때만 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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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량이 작동되지 않을시 체크사항

4-1.차량 시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
1. KEYFOB 언락이 된 후 시트를 열 수 있습니다.

1. KEYFOB 언락 버튼을
누릅니다.

2. SEAT OPEN 버튼을 누릅니다.

4-3. 차량 출발이 안되는 경우
1. 사이드 스탠드를 올려주세요.

3. 시트를 엽니다.

2. 전원(Power off) 오프 상태에서만 시트를 열 수 있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경우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해 시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1. 전원 버튼을 눌러 Power off합니다. 2. SEAT OPEN 버튼을 누릅니다.

3. 시트를 엽니다.

4-2.POWER ON 버튼이 먹통인 경우

※ KEYFOB 언락 ※
-KEYFOB 언락은 차량작동 시퀀스의 첫번째 스텝입니다.
-KEYFOB가 언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원을 켜거나 시트를 열수 없습니다.
-KEYFOB 언락 후 30초 이내에 다음 동작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락이됩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시트가
열리지 않는 경우 KEYFOB가 언락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다면 올려 주세요.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으면 차량이 Hold 상태가 됩니다. 사이드
스탠드를 올리면 클러스터에 Ready sign[주행 가능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2. 클러스터에 READY 사인이 점등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 KEYFOB 언락이 된 후 POWER ON이 됩니다.
POWER ON은 KEYFOB 언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KEYFOB 언락버튼을 다시한번 누르고 전원 버튼을 누르세요.
※ 주행 후 POWER OFF 상태에서 6초 이내에 전원버튼을 누르면 POWER ON이 됩니다.
6초가 지난 후에는 KEYFOB 언락 버튼을 눌러야 전원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1. KEYFOB 언락 버튼을
누릅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스타트 버튼을 2초 이상 눌러야 READY 사인이 점등됩니다.
-2회 누를시 HOLD 상태가되어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HOLD 상태에서 1회 더 누를시 READY 사인이 점등되며 주행이 가능합니다.

2. 전원 버튼을 눌러 Power ON 합니다.

2. 시트가 완전히 닫혀있어야 POWER ON이 됩니다.
시트가 완전히 닫혀있지 않으면 배터리 방전 방지를 위해 POWER ON이 불가능 합니다.
※ 시트를 열고 닫은 후 에는 반드시 KEYFOB 언락 버튼을 눌러야
전원 및 시트 오픈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1. 시트가 열려있는지 확인 하고 시트를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완전히 닫은 후

2. KEYFOB 언락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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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 버튼을 눌러 Power ON 합니다.

※ 차량은 READY 사인이 점등되었을 때만 출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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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터리 교체시 유의사항
5-1. 배터리 교체시 시트를 열고 6초정도 기다린 후 배터리를 탈거하세요
시트가 열리고 배터리를 바로 탈거시 VCU에 혼선이 올 수 있으므로 6초정도
기다린 후 탈거하세요.

5-2. 배터리 충전기에 배터리가 완전히 잠겨 딸깍하는 소리가 날때까지
적당한 힘으로 배터리를 밀어주세요.

1. KEYFOB 언락 후
2 .SEAT OPEN 버튼을 누르고
3. 6초정도 기다린 후 배터리를 탈거하세요.

※ 시트 오픈후 6초후 배터리 탈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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