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ab 9-3

900Monteringsanvisning
SCdefault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SITdefault

Saab 9-3         
어댑터 하니스 , 핸드폰 연결어댑터 하니스 , 핸드폰 연결어댑터 하니스 , 핸드폰 연결어댑터 하니스 , 핸드폰 연결

Accessories Part No. Group Date Instruction Part No. Replaces

400 109 179 9:39-03 May 00 50 36 850 50 36 850 May 98

D930A017



2 50 36 850

Saab 9-3

Saab 9-3 에는 핸드폰 설치를 위한 예비배선이 두
가지로 되어있다: 

전화 예비배선 (Tel 0) 및 핸드프리 예비배선 
(Tel 1). 어댑터 와이어링 하니스는 두 가지 경우
에 모두 해당된다.

1 글러브 박스를 분리한다.

2 측면 패널을 탈착한다 (승객석측).

3 미리 준비된 전화 설치용 10핀 커넥터를 고정
하는 케이블 타이를 잘라낸다. 

4 10핀 커넥터에 어댑터 하니스를 연결한다.

5 측면 패널의 커버를 탈착하고 어댑터 하니스
를 밀어 넣는다.

6 측면 패널에 있는 구멍에 케이블 타이로 커넥
터를 장착, 고정하여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참고
(핸드프리 예비배선 모델에만 해당 , Tel 1).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전화 제작사에 연락하여
전화에 사용되는 마이크의 출력이 고레벨인지
저레벨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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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댑터 와이어링 하니스 내 해당 선을 전화의
커넥터에 연결한다.  올바른 연결을 위해 차
내 커넥터 (10핀 커넥터)에 대한 도표, 그리
고 해당 전화 연결 전기 회로도를 참조한다.
연결의 기능을 비교한다.

차상 커넥터 연결차상 커넥터 연결차상 커넥터 연결차상 커넥터 연결

8 루프 콘솔을 탈착하고 다음 도표에 따라 저레
벨/고레벨 신호의 전화 제작사 사양에 따라 차
량의 마이크가 연결되었는지 점검한다.

필요 시, 마이크용 커넥터를 분리하고 다음 도
표를 참조하여 커넥터의 올바른 위치에 핀과
함께 케이블 연결을 옮긴다.

마이크 , 3 핀 커넥터마이크 , 3 핀 커넥터마이크 , 3 핀 커넥터마이크 , 3 핀 커넥터

9 전화 연결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다.

10 측면 패널과 글러브 박스를 장착한다.

핀핀핀핀 전화 예비배선 전화 예비배선 전화 예비배선 전화 예비배선 
(Tel 0)(Tel 0)(Tel 0)(Tel 0)

핸드프리 예비배선 핸드프리 예비배선 핸드프리 예비배선 핸드프리 예비배선 
(Tel 1)(Tel 1)(Tel 1)(Tel 1)

1 12V (+30) 전압 공
급

12V (+30) 전압 공
급

2 12V (+15), 키로 
제어되는 전압

12V (+15), 키로 
제어되는 전압

3 마이크 접지 마이크 접지

4 접지 접지

5 묵음 묵음

6 리어스탯 리어스탯

7 연결 없음 전화선 출력 신호

8 연결 없음 전화선 출력 접지

9 연결 없음 사용되지 않음

10 연결 없음 마이크 고레벨 /
저레벨 출력

핀핀핀핀 마이크 , 3 핀 커넥터마이크 , 3 핀 커넥터마이크 , 3 핀 커넥터마이크 , 3 핀 커넥터

1 마이크 입력 , 고레벨

2 마이크 입력 , 저레벨

3 마이크 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