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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 체인저

2 2핀 광섬유 케이블 커넥터

3 배선 하니스

4 케이블 타이

5 나사 (2개)

6 광섬유 케이블 (트렁크의 브래킷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있을 때만 사용)

다음 부품들이 필요하다 (별도로 주문)다음 부품들이 필요하다 (별도로 주문)다음 부품들이 필요하다 (별도로 주문)다음 부품들이 필요하다 (별도로 주문)

트렁크의 장비용 브래킷 (일부 차량):

Ð 브래킷

Ð 나사 (3개)

Ð 너트

Ð 클립 너트

Ð 측면 트림

장착장착장착장착

리어 메인 퓨즈 박스 옆에 브래킷이 없는 차량, 
4페이지 참조

리어 메인 퓨즈 박스 옆에 증폭기 그리고/또는 DVD
플레이어가 있는 브래킷이 있는 차량, 1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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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통신

차량 내 전기 시스템의 많은 부분은 버스의 도움
으로 통신을 한다. 버스 통신에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종류가 있다: P버스 (파워트레인 버스), I버
스 (계기 버스) 및 O버스이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및 전화 시스템 등과 함께 오디오 시스템은 O버스
를 통해 통신한다.

O버스는 광학적이고 하나의 링버스이다. 두 개의
광섬유 케이블이 버스에 있는 모든 제어모듈에 연
결되어 있으며, 한 개의 광섬유 케이블은 수신용
한 개의 광섬유 케이블은 송신용이다. 각 제어모
듈에서 수신한 메시지는 광 신호에서 전기 신호로
바꾼 후 다시 광섬유 케이블에 송신할 때는 전기
신호에서 광신호로 바꾼다. O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25Mbit/s이다.

AMP1은 왼쪽 앞좌석 아래에 있는 증폭기이다

AMP2는 트렁크 메인 퓨즈 박스 옆에 있는 증폭기
이다

CDC는 트렁크 메인 퓨즈 박스 옆에 있는 CD 체인
저이다

DVD는 트렁크 메인 퓨즈 박스 옆에 있는 DVD 플레
이어이다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때는 이미 있는 장비의 올
바른 방향에 설치되도록 O버스에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O버스에 연결된 모든 부품이 특별한 순서로 연
결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참조. 링
이 항상 연결되어 (닫혀 있어야) 한다.

이 조립 설명서의 설명과 다른 식으로 연결할 때
는 차량의 여러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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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광섬유 케이블을 취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 커넥터의 두 케이블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 케이블을 접속 연결해서는 안된다.

� 케이블을 25mm 이하 직경으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

� 케이블이 85˚C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케이블 양쪽 끝에 먼지가 묻어서는 안된다.

� 케이블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케이블이
충격을 받으면 투명한 플라스틱이 백화되어
광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통
신이 차단되는 원인이 된다.

� 케이블은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
카로운 모서리로 된 물건 위에 와서는 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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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메인 퓨즈 박스 옆에 브래킷이 없는 차량

1 트렁크 뚜껑을 연다.

2 배터리의 음극 케이블을 탈착하고 점화 스위
치에서 키를 빼낸다.

3 트렁크의 바닥을 앞으로 젖혀내린다.

4 화물실의 왼쪽 트림에서 커버를 탈착하고 오
른쪽의 커버를 내린다.

5 왼쪽 트림의 클립을 풀어서 트림을 치워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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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량의 왼쪽에서 프런트 스커프 플레이트를 탈
착한다.

7 왼쪽에서 A 필러의 트림 하부를 탈착한다.

8 왼쪽 시트를 맨 앞 위치로 하고 등받이를 앞
쪽으로 젖힌다.

9 시트에서 두 개의 뒤쪽 고정 나사를 푼다.

10 시트를 앞쪽으로 기울인다.

11 시트를 뒤쪽으로 당겨 고정 훅이 빠지도록 한
다. 전체 시트를 뒤쪽으로 접는다.

12 보강재를 탈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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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폭기 옆에서 녹색 표시된 광섬유 케이블을
찾아낸다.

색상 표시된 케이블을 찾을 수 없으면:색상 표시된 케이블을 찾을 수 없으면:색상 표시된 케이블을 찾을 수 없으면:색상 표시된 케이블을 찾을 수 없으면: 본 설치
설명서의 항목 35와 36에 따라 증폭기 옆의 광
섬유 케이블에 램프를 비추어 트렁크에 있는
광섬유 케이블을 조사해 해당 광섬유 케이블
을 찾아낸다. 테이프로 표시한다.

14 증폭기의 커넥터에서 광섬유 케이블의 커넥터
를 (소형 커넥터) 탈착한다.

15 커넥터의 로킹장치를 열어 조심스럽게 캐치를
들어 위치 1에 연결된 광섬유 케이블을 탈착
한다.

16 액세서리 키트의 광섬유 케이블 연결에서 보
호커버를 탈착한다.

17 탈착한 광섬유 케이블의 연결에 보호커버를 장
착하고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
심스럽게 치워 놓는다.

주의
광섬유 케이블을 취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 커넥터의 두 케이블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 케이블을 25mm 이하 직경으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

� 케이블 양쪽 끝에 먼지가 묻어서는 안된다.

� 케이블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케이블이
충격을 받으면 투명한 플라스틱이 백화되어
광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통
신이 차단되는 원인이 된다.

� 케이블은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
카로운 모서리로 된 물건 위에 와서는 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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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케이블 통로의 커버를 탈착하고 광섬유 케이
블이 접히지 않았는지 점검한 후 조정장치의
소형 커넥터 위치 1에 광섬유 커넥터를 장착
한다.

19 대형 커넥터에 소형 커넥터를 장착한다.

20 케이블 통로에 커버를 장착하고 매트를 젖히
고 매트의 구멍을 통해 커넥터와 케이블을 끼
워낸다.

21 증폭기를 연결하고 장착한다.

주의
광섬유 케이블을 취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 커넥터의 두 케이블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 케이블을 25mm 이하 직경으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

� 케이블 양쪽 끝에 먼지가 묻어서는 안된다.

� 케이블에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케이블이
충격을 받으면 투명한 플라스틱이 백화되어
광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통
신이 차단되는 원인이 된다.

� 케이블은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
카로운 모서리로 된 물건 위에 와서는 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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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왼쪽 하부 A 필러 옆에 연결된 광섬유 케이블
와 함께 커넥터와 고정되지 않은 광섬유 케이
블을 찾아낸다 (케이블 통로쪽에 테이프로 붙
여짐).

23 커넥터의 로킹 래치를 들어 올린다.

24 광섬유 케이블 쪽으로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가
리키는 커넥터의 위치에서 광섬유 케이블을 탈
착한다.

25 고정되어 있지 않은 광섬유 케이블에서 고정

테이프를 제거한다.

26 액세서리 키트의 광섬유 케이블 연결에서 보
호커버를 탈착한다.

27 탈착한 광섬유의 커넥터에 보호커버를 장착하
고, 광섬유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배선 하
니스 뒤에 오도록 조심스럽게 광섬유 케이블
을 배치시킨다.

28 커넥터에 있는 새로운 광섬유 케이블에 커넥
터를 장착하고 로킹 래치를 장착한다.

경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빛은 레이저 1급이다. 광섬
유를 육안으로 쳐다보거나 제어 모듈의 커넥터
를 가까이서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눈의 광원
의 거리가 20mm 이내이면 광선에 의해 눈을 상
할 수 있다.

주의
광섬유 케이블을 취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 커넥터의 두 케이블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 케이블을 25mm 이하 직경으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

� 케이블 양쪽 끝에 먼지가 묻어서는 안된다.

� 케이블은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
카로운 모서리로 된 물건 위에 와서는 안된
다.

F930A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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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트를 올바른 위치에 위치시키고, 훅이 올바
른 훅고정장치에 오도록 유의하고 뒤쪽의 고
정 나사를 장착한다.

체결토크: 30Nm (22lbf ft).체결토크: 30Nm (22lbf ft).체결토크: 30Nm (22lbf ft).체결토크: 30Nm (22lbf ft).

30 시트를 뒤쪽으로 하고 등받이를 원위치로 한
다.

31 A필러의 트림을 장착한다.

32 스커프 플레이트를 장착한다.

F930A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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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트렁크 메인 퓨즈 박스 옆 CD 체인저용 커넥
터를 찾아낸다.

34 커넥터에 키트의 배선 하니스를 연결한다.

35 트렁크 메인 퓨즈 박스 옆 광섬유 케이블을 찾
아낸다.

36 광섬유의 커넥터에서 보호커버를 탈착한다.

37 녹색 표시된 커넥터를 조정장치 소형 커넥터
위치 1의 광섬유 케이블에 연결하고 광섬유 케
이블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커넥터를 소형 커
넥터 위치 2의 광섬유 케이블에 연결한다.

로킹장치를 장착한다.

38 대형 커넥터에 소형 커넥터를 장착한다.

경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빛은 레이저 1급이다. 광섬
유를 육안으로 쳐다보거나 제어 모듈의 커넥터
를 가까이서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눈의 광원
의 거리가 20mm 이내이면 광선에 의해 눈을 상
할 수 있다.

주의
녹색 표시된 광섬유 케이블이 없는 차량에는 이
전에 테이프로 표시한 광섬유 케이블을 위치 2
에 장착하고 표시되지 않은 다른 커넥터는 위치
1에 장착한다.

F930A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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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D 체인저에서 빨간색 운송 퓨즈 세 개를 탈
착한다.

40 CD 체인저를 정확한 위치에 장착하기 위해 설
정을 점검한다. CD 체인저의 양쪽의 위치 H에
와야 한다.

41 트렁크 퓨즈 박스의 사각 구멍에 클립 너트를
장착하고 트렁크에 브래킷을 위치시킨다.

F930A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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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브래킷에 CD 체인저를 장착한다.

체결토크: 2Nm (1.5lbf ft).체결토크: 2Nm (1.5lbf ft).체결토크: 2Nm (1.5lbf ft).체결토크: 2Nm (1.5lbf ft).

43 CD 체인저에 배선 하니스를 연결하고 브래킷
의 구멍에 케이블 타이의 클립을 장착한다.

44 사용하지 않은 커넥터와 함께 CD 체인저의 배
선 하니스를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적합한 장
소에 고정한다.

F930A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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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브래킷을 장착한다. 브래킷의 위쪽 너트를 조
인다.

46 측면 트림을 장착한다.

47 화물실의 왼쪽 측면 트림에 새로운 커버를 장
착하고 오른쪽에서 커버를 접어 올린다.

48 트렁크의 바닥을 젖혀내린다.

49 배터리의 마이너스 케이블을 장착한다.

50 시간과 날짜를 조정한다.

51 점화 스위치에 키를 꽂아 리모컨의 코드를 동
기교합시킨다.

52 사이드 윈도우를 위 아래로 두 번 움직여 윈
도우 리프트의 끼임 방지 기능을 작동시킨다.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면 확인음이 들린다.

53 진단 공구를 연결하고, 차량 모델과 연식을 선
택, "전체" 선택, "추가/제거" 선택, 액세서
리를 선택하고 "추가"를 선택한다.

54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주의
광섬유 케이블을 취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 커넥터의 두 케이블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 케이블을 25mm 이하 직경으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

� 케이블 양쪽 끝에 먼지가 묻어서는 안된다.

� 케이블은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
카로운 모서리로 된 물건 위에 와서는 안된
다.

주의
이것은 전체 키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F930A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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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 경우에는 진단 공구가 TIS에서 보안 코드
를 가져와야 한다. 실행할 사항은 진단 공구의
화면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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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메인 퓨즈 박스 옆에 증폭기 그리고 /
또는 DVD 플레이어가 있는 브래킷이 있는
차량

1 배터리의 음극 케이블을 탈착하고 점화 스위
치에서 키를 빼낸다.

2 트렁크 뚜껑을 연다.

3 트렁크의 바닥을 앞으로 젖혀내린다.

4 화물실의 왼쪽 트림에서 커버를 탈착한다.

5 왼쪽 트림의 클립을 풀어서 트림을 치워둔다.

F930A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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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렁크 메인 퓨즈 박스 옆 브래킷을 탈착하고
접근이 쉽도록 이것을 밖으로 이동시킨다.

7 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
장착된 차량:장착된 차량:장착된 차량:장착된 차량: 증폭기의 커넥터를 탈착한다.

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
레이어만 장착된 차량:레이어만 장착된 차량:레이어만 장착된 차량:레이어만 장착된 차량: DVD 플레이어의 커넥터
를 탈착한다.

F930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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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트렁크 메인 퓨즈 박스 옆 CD 체인저용 커넥
터를 찾아낸다.

9 커넥터에 키트의 배선 하니스를 연결한다.

10 컨트롤 유닛의 커넥터에서 광섬유 케이블의 커
넥터를 (소형 커넥터) 탈착한다.

11 증폭기 커넥터: 증폭기 커넥터: 증폭기 커넥터: 증폭기 커넥터: 커넥터의 로킹장치를 열어 조
심스럽게 캐치를 들어 위치 1에 연결된 광섬
유 케이블을 탈착한다.

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 커넥터의 로킹장치를
열어 조심스럽게 캐치를 들어 위치 2에 연결
된 광섬유 케이블을 탈착한다.

경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빛은 레이저 1급이다. 광섬
유를 육안으로 쳐다보거나 제어 모듈의 커넥터
를 가까이서 쳐다보지 않도록 한다. 눈의 광원
의 거리가 20mm 이내이면 광선에 의해 눈을 상
할 수 있다.

F930A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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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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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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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 키트의 커넥터 위치 1에 있는
광섬유 케이블에 커넥터를 장착한다.

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 키트의 커넥터 위치 2
에 있는 광섬유 케이블에 커넥터를 장착한다.

13 액세서리 키트의 광섬유 케이블 연결에서 보
호커버를 탈착한다.

14 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 키트의 커넥터 위치 2에 있는
광섬유 케이블에 커넥터를 장착한다. 로킹장
치를 장착한다.

DVD 플레이어 커넥터: DVD 플레이어 커넥터: DVD 플레이어 커넥터: DVD 플레이어 커넥터: 키트의 커넥터 위치 1
에 있는 광섬유 케이블에 커넥터를 장착한다.
로킹장치를 장착한다.

15 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증폭기 커넥터: 증폭기 커넥터 위치 1에 있는
키트의 광섬유 케이블에 커넥터를 장착한다.
로킹장치를 장착한다.

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DVD 플레이어 커넥터: DVD 플레이어 커넥터
위치 2에 있는 키트의 광섬유 케이블에 다른
커넥터를 장착한다. 로킹장치를 장착한다.

16 증폭기/DVD 플레이어용 대형 커넥터에 소형 커
넥터를 장착한다.

17 CD 체인저용 대형 커넥터에 소형 커넥터를 장
착한다.

F930A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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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D 체인저에서 빨간색 운송 퓨즈 세 개를 탈
착한다.

19 CD 체인저를 정확한 위치에 장착하기 위해 설
정을 점검한다. CD 체인저의 양쪽의 위치 H에
와야 한다.

F930A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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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브래킷에 CD 체인저를 장착한다.

체결토크: 2Nm (1.5lbf ft).체결토크: 2Nm (1.5lbf ft).체결토크: 2Nm (1.5lbf ft).체결토크: 2Nm (1.5lbf ft).

21 CD 체인저에 배선 하니스를 연결하고 브래킷
의 구멍에 케이블 타이의 클립을 장착한다.

22 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증폭기가
장착된 차량:장착된 차량:장착된 차량:장착된 차량: 증폭기의 커넥터를 연결한다.

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트렁크 퓨즈 박스 옆에 있는 브래킷에 DVD 플
레이어만 장착된 차량:레이어만 장착된 차량:레이어만 장착된 차량:레이어만 장착된 차량:    DVD 플레이어의 커넥터
를 연결한다.

23 사용하지 않은 커넥터와 함께 CD 체인저의 배
선 하니스를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 적합한 장
소에 고정한다.

F930A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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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브래킷을 장착한다. 브래킷의 위쪽 너트를 조
인다.

25 측면 트림을 장착한다.

26 트렁크의 바닥을 젖혀내린다.

27 배터리의 마이너스 케이블을 장착한다.

28 시간과 날짜를 조정한다.

29 점화 스위치에 키를 꽂아 리모컨의 코드를 동
기교합시킨다.

30 사이드 윈도우를 위 아래로 두 번 움직여 윈
도우 리프트의 끼임 방지 기능을 작동시킨다.
끼임 방지 기능이 작동되면 확인음이 들린다.

31 진단 공구를 연결하고, 차량 모델과 연식을 선
택, "전체" 선택, "추가/제거" 선택, 액세서
리를 선택하고 "추가"를 선택한다.

32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주의
광섬유 케이블을 취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

� 커넥터의 두 케이블이 바뀌지 않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 케이블을 25mm 이하 직경으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

� 케이블 양쪽 끝에 먼지가 묻어서는 안된다.

� 케이블은 신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날
카로운 모서리로 된 물건 위에 와서는 안된
다.

주의
이것은 전체 키를 모두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는다.

F930A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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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 경우에는 진단 공구가 TIS에서 보안 코드
를 가져와야 한다. 실행할 사항은 진단 공구의
화면에 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