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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788 465

Saab 9-3 M03-

1 와이어링 하니스

2 전자 유닛

3 너트

4 브래킷

5 테이프 (2개)

6 케이블 타이 (3개)

7 마운팅, 전화 거치대

8 나사 (2개)

9 잠금장치

또한 다음 부품이 필요하다 ( 별도로 주문 )또한 다음 부품이 필요하다 ( 별도로 주문 )또한 다음 부품이 필요하다 ( 별도로 주문 )또한 다음 부품이 필요하다 ( 별도로 주문 )

해당 전화용 전화 연결 키트

전화 브래킷

안테나 케이블 (일부 차량)

마이크 (일부 차량)

주의
키트에는 사용되지 않을 네 개의 나사가 포함되
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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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88 465 3

Saab 9-3 M03-

1 배터리의 음극 케이블을 탈착하고 점화 스위
치에서 키를 빼낸다.

2 LHD:LHD:LHD:LHD: 센터 콘솔의 우측 측면 패널을 탈착한다.

RHD:RHD:RHD:RHD: 센터 콘솔의 좌측 측면 패널을 탈착한다.

3 LHD:LHD:LHD:LHD: 우측 통풍구 벨로즈를 탈착한다.

RHD:RHD:RHD:RHD: 좌측 통풍구 벨로즈를 탈착한다.

4 센터 콘솔의 측면 패널을 고정하는 금속 브래
킷에서 M6너트를 탈착한다.

F980A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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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 788 465

Saab 9-3 M03-

5 중앙에서 하나의 보호 테이프를 분리하고 전
자 유닛 위에 부품중 하나를 장착한다.

주의
보호 테이프는 나사 머리가 아래를 향할 때 전
자 유닛의 위쪽에 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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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88 465 5

Saab 9-3 M03-

6 나사 머리가 마운팅을 향하도록 하여 마운팅에
전자 유닛을 눌러 고정한다. 전자 유닛과 마운
팅 둘레에 2개의 케이블 타이를 장착한다. 대
형 커넥터는 앞쪽을 향해야 한다.

7 전자 유닛에 모든 커넥터를 연결한다.

8 앵글 커넥터 사이 잠금장치를 장착한다.

참고
앵글 커넥터의 크기에 맞춰 잠금장치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F980A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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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 788 465

Saab 9-3 M03-

9 오른쪽 (LHD) 또는 왼쪽 (RHD) 수직 멤버 옆
의 대시보드 커버 안쪽에서 전화설치 예비설
비를 찾아낸다 (안테나 케이블과 커넥터).

10 커넥터에서 소음방지 테이프를 탈착하고 키트
에 있는 케이블을 차량의 전화 예비설비 연결
에 연결한다.

F980A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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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88 465 7

Saab 9-3 M03-

11 계기판의 세로 멤버 뒤로 안테나 케이블을 배
치시켜 안테나 케이블을 전화 거치대 케이블
의 안테나 연결에 연결한다. 너트를 조인다.

12 전화 거치대 케이블의 안테나 연결 둘레에 나
눈 보호 테이프의 반을 붙인다.

주의
안테나 케이블과 전화 거치대 케이블 연결 사이
에 추가의 안테나 케이블 확장부가 필요하다. 안
테나 케이블을 연결하고 양 너트를 모두 조인다.

F980A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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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 788 465

Saab 9-3 M03-

13 전화 예비설비에 연결된 커넥터 둘레에 나머
지 보호 테이프를 붙인다.

14 센터 콘솔의 측면 패널용 브래킷에 전자 유닛
과 그의 브래킷을 두 개의 M6 너트를 사용해
장착한다 (기존 장착된 너트와 키트의 너트를
사용한다).

15 통풍관 벨로즈를 장착한다.

16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대시보드 패널의 수
직 멤버 뒤 케이블을 고정한다.

주의
전화 거치대의 케이블은 벨로즈 밖에 와야 한다.

F980A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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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88 465 9

Saab 9-3 M03-

17 탈착한 측면 패널에 전화 케이블이 지나갈 홈
을 만든다 (20mm x 10mm).

18 측면 패널을 장착하고 전화 거치대의 케이블
을 측면 패널의 구멍에 위치시켜야 한다.

19 전화 브래킷을 장착한다 (전화 브래킷용 설치
설명서에 의해 장착된 별도의 액세서리).

20 전화 브래킷에 전화 거치대의 마운팅을 맞춰
넣고 마운팅을 본으로 하여 구멍을 뚫고 (3mm)
장착한다.

4D:4D:4D:4D: 항목 21로 가서 계속한다.

CV:CV:CV:CV: 항목 28로 가서 계속한다.

F980A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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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788 465

Saab 9-3 M03-

21 천정등용 커버의 뒤, 중간, 앞 부분의 커버를
탈착한다. 공구  82 93 474를 사용한다.

22 루프 콘솔에 있는 마이크에서 연결 케이블을
탈착한다.

23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새로운 연결 케이블
을 찾아 마이크에 연결한다.

24 연결 케이블이 위치한 곳에 이전에 연결된 케
이블을 위치시킨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이전에 연결
된 케이블은 루프 콘솔의 오른쪽 (LHD) 또는
왼쪽 (RHD)에 장착된 새로운 마이크에 연결되
어야 한다.

주의
두 개의 나사로 중앙 부분이 장착되어 있다.

주의
마이크에 있는 검정색 필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F980A192

21

21

2223

23



12 788 465 11

Saab 9-3 M03-

25 마이크가 있는 커버의 개구부에서 테이프를 제
거하고 천정등용 커버의 중앙 부분을 장착한
다.

26 천정등의 커버 앞 부분을 장착한다.

27 천정등의 커버 뒤 부분을 장착한다.

28 배터리의 마이너스 케이블을 장착한다.

29 전화가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30 시간과 날짜를 조정한다.

31 점화 스위치에 키를 꽂아 리모컨의 코드를 동
기화시킨다.

32 사이드 윈도우를 위아래로 두번 올렸다 내렸
다 하여 윈도우 리프트의 끼임 방지 기능을 기
동시킨다. 이 기능이 기동되면 확인음이 들린
다.

주의
이것은 모든 키에 다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리모컨이 작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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