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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컨트롤

1 스위치

2 페달 스위치, 클러치

3 페달 스위치,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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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 패널을 탈착한다.

2 클러치 페달을 약 100mm 밟고 홀더에 흰색 페
달 스위치를 장착한다. 스위치가 고정되어 잠
겼을 때 빨간색 로킹 슬리브를 원위치에 밀어
넣고 페달을 놓아 위로 올라오게 한다. 이때
페달 스위치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3 브레이크 페달을 눌러 내리고 검정색 페달 스
위치를 홀더에 장착한다. 스위치를 90˚ 돌려
홀더에 잠기게 한다. 페달을 놓으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조절된다.

4 브레이크 페달과 클러치 페달을 손으로 누른
다. 페달 스위치가 페달의 압력판에 접촉되고
페달을 ＞5mm 누를 때 "클릭" 소리가 약하게
들리는 것을 확인한다.

5 커넥터와 함께 와이어링 하니스가 차상에 예
비 장착되어 있다. 브레이크등 스위치에서 와
이어링 하니스를 따라가 페달 스위치에 연결
된 커넥터를 빼낸다.

6 페달 스위치에 커넥터를 장착한다.

a 4핀 녹색 커넥터는 브레이크 페달 스위치
에.

b 2핀 흰색 커넥터는 클러치 페달 스위치에.

7 와이어링 하니스가 유동 부분에 접촉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한다.

8 하부 패널을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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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핸들 조절장치를 분리한다 . 핸들을 뒤쪽 아래
로 잡아 당긴다 . 상부 핸들 커버를 탈착한다 .

10 핸들을 상부 위치로 하고 하부 핸들 커버를 탈
착한다.

11 스위치를 로킹 래치에 밀어 넣은 후 홀더에서
빼내어 탈착한다. 스위치에서 커넥터를 탈착
한다.

12 장착 키트의 스위치에 커넥터를 연결하고 홀
더에 이것을 장착한다. 스위치가 홀더에 잠겼
는지 점검한다.

13 핸들 커버를 장착한다.

14 시험 운행하고 스위치와 페달 스위치 기능을
점검한다.

� 약 50km/h로 운행하고 "SET"을 누른다. 액
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지 않을 때 차량이 정
속으로 운행되어야 한다.

�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누른다. 크루즈 컨
트롤 장치의 작동이 중지된다.

� 속도가 약 40km/h로 감소되고, "RES"를 누
른다. 속도가 증가되어 50km/h로 된다.

� 클러치 페달을 가볍게 누른다. 크루즈 컨트
롤장치 연결이 중지된다.

� 속도가 약 40km/h로 감소되고, "RES"를 누
른다. 속도가 증가되어 50km/h로 된다.

� "SET" 단추를 누르고 약 2 초 동안 그대로
있는다.

속도가 증가되고 "SET" 단추를 놓을 때 차
량의 속도가 정속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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