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ab 9-3 M03-

900 장착 설명서
SCdefault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SITdefault

Saab 9-3 M03-
AUX- 커넥터 AUX- 커넥터 AUX- 커넥터 AUX- 커넥터 

Accessories Part No. Group Date Instruction Part No. Replaces

32 000 102 9:36-28 Feb 04 32 000 103

��������



2

Saab 9-3 M03-

1 AUX-커넥터

2 배선 하니스

3 어댑터 커넥터

4 케이블 타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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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3 M03-

1 우측 시트를 뒤 끝 위치로 민다.

2 센터 콘솔의 오른쪽 앞 측면 패널을 탈착한다.

3 시트를 앞쪽 끝위치로 밀고 등받이를 앞쪽으
로 젖힌다.

4 재떨이와 함께 바닥 콘솔의 뒷부분을 탈착한
다.

5 센터 콘솔의 뒤쪽 측면 패널을 탈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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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3 M03-

6 난방 및 환기 장치의 조정 유닛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탈착한다. 탈착 공구 82 93 474를 사
용한다.

7 조정 유닛의 커넥터를 탈착한다.

8 CD 플레이어/CD 체인저가 없는 차량: CD 플레이어/CD 체인저가 없는 차량: CD 플레이어/CD 체인저가 없는 차량: CD 플레이어/CD 체인저가 없는 차량: 커버를
탈착한다.

9 두 개의 캐치를 밀어 오디오 메인 유닛을 탈
착하고, 커넥터는 달린 채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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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3 M03-

10 센터 콘솔의 뒤쪽 보관함 구멍에서 블라인드
플러그를 탈착한다.

11 구멍을 통해 AUX 커넥터를 밀어 넣는다. 구멍
에 완전히 잘 고정되도록 한다.

12 배선 하니스의 커넥터에 AUX 커넥터를 연결한
다.

13 센터콘솔의 오른쪽을 따라 앞쪽으로 배선하니
스를 배치시키고 커넥터가 라디오 유닛 뒤로
나오도록 한다.

14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배선하니스를 고정하
고 핸드 브레이크와 기어 실렉터 기계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5 배선 하니스의 커넥터에 어댑터를 장착하고 라
디오의 메인 유닛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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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3 M03-

16 라디오의 메인 유닛을 장착한다. 클릭 음이 들
려야 한다.

17 계기판에 CD 플레이어/CD 교환기가 없는 차계기판에 CD 플레이어/CD 교환기가 없는 차계기판에 CD 플레이어/CD 교환기가 없는 차계기판에 CD 플레이어/CD 교환기가 없는 차
량:량:량:량: 보호 커버를 장착한다.

18 온도 조절장치의 조정 유닛을 연결한 후 장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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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3 M03-

19 센터 콘솔의 뒤쪽 측면 패널을 장착한다.

20 재떨이와 함께 바닥 콘솔의 뒷부분을 장착한
다.

21 센터 콘솔에 오른쪽 앞 측면 패널을 장착한다.

22 진단 공구를 연결하여 차량 모델과 연식을 
선택한 후 "전체"를 선택하고 "추가/제거"를
선택하며, 액세서리를 선택한 후에 "추가"를
선택한다.

23 AUX 커넥터가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참고
특정 경우에는 진단 공구가 TIS에서 보안 코드
를 가져와야 한다. 실행할 사항은 진단 공구의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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