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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ult Samsung QM6 Airpurifier
Install guide

시거잭 전원연결



설치 전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안전과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전문 작업자 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설치하여 파손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장착 전 참고사항

   1)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 차량 콘솔박스를 개조한 적이 있는지 상담하여 확인합니다.

   2) 엔진시동 및 점검 : 차량의 계기판 바늘, 고장알림, 차량 내 도어 스위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고객에게 즉시 알립니다.

   3) 엔진을 끄고 다음사항을 검사합니다.
       -자동차 내/외부, 콘솔박스 내부, 에어컨 통풍구 등 이상유무

   4) 공기청정기 기본 구성품목 및 수량을 확인합니다.

3. 장착 후 참고사항

   1) 탈착 한 기존 암레스트 커버는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시 외관 보호를 위하여 보호테이프를 부착합니다.
 
   2) 배선작업 시 절단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여유 길이를 남기고, 각 연결 부위는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3) 공기청정기를 차량에 고정하기 전에 본 제품의 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후 마감합니다.
  



구성품 리스트

품명 품명

드라이버 스크류
(※T20 별렌치 포함)

커터칼

마스킹 테이프

절연 테이프

플라스틱 헤라

제품 본체 1EA

필터 1EA

사용설명서 1EA

케이블타이 5EA

수량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 제품 기본구성 ※ 장착을 위한 도구 (별도 구비)



장착 설치 전 작업

※ 제품 설치 전 차량 마감재의 긁힘 방지를 위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마스킹테이프로 보완 작업 후 다음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킹테이프 부착위치 : 센터콘솔의 후열 공조커버 ~ 센터콘솔 연결부위 필수 부착)

[후열 공조기 커버 좌측면] [후열 공조기 커버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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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열 공조커버를 제거하기 위해서, 콘솔 하단부 양쪽이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 참고! T20 별렌치 사용하며, 나사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 센터콘솔과 후열공조커버가 연결된  좌/우측 틈으로 플라스틱 헤라를 이용하여
    탈거합니다.
    
    ※ 주의! 후열 공조커버 탈거 시, 순정 배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당겨주세요.

    ※ 참고!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며 당기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3. 탈거 중 후열 공조커버와 연결된 순정 배선 커넥터를 당겨 함께 제거합니다.

    

※ 주의! 차량의 ACC모드가 완전히 종료된 후 작업을 진행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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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순정 암레스트 커버를 탈거하기 위하여 표기된 4개의 나사를 제거합니다.

    ※ 주의! 나사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5. 고정나사 4개를 전부 제거 후 순정 암레스트 커버를 들어올려 탈거합니다.

6. 순정 암레스트 커버 탈거 시, 힌지 커버도 함께 탈거합니다.    

 ※ 주의! 힌지 커버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들어올려 주세요.

힌지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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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지커버 순정암레스트

힌지커버

7. 완전히 분리된 순정 암레스트커버와 힌지커버

8. 차량용 공기청정기(이하 ‘제품’)을 센터 콘솔위에 덮어주고, 힌지커버를
    순정커버와 동일한 위치에 끼워 맞춰줍니다.

9. 그림과 같이 제품 고정을 위하여 고정 나사 4개를 조여줍니다.  
    

※ 주의! 제품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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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폐 사용 중 배선 마찰에 따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센터콘솔
      우측 하단부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배선을 고정해주세요.
      
      후열 공조기 커버를 닫기 전 배선을 센터콘솔 아래 바닥에 밀착시켜
      배선 길을 내어줍니다.

      ※ 참고! 본 제품은 시거잭 단자에 전원을 연결하는 제품입니다.
           시거잭 단자 위치를 확인하시고 아래의 방법으로 전원을 연결해주세요.
       
          1) 2열 시거잭 단자가 있는 경우 : 2열 공조기 시거잭 단자에 연결
          2) 2열 시거잭 단자가 없는 경우 : 1열 센터페시아 시거잭 단자에 연결

11. 공조기 커버를 닫기 전 차량의 순정 시거잭 커넥터를 삽입해주세요.

12. 탈거의 역순으로 후열 공조커버를 조립하고, 좌/우측 나사를 조여
       마감합니다.

커넥터 삽입

커넥터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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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배선을 1열 시거잭
       단자까지 여유있게 당겨주세요.

14. [1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여 장착을 완료 합니다.

15. 차량 시동 후 제품 전원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본 페이지는 [1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하는 방법 안내 과정입니다. 2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하는 방법은 16~1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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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요소

         1) LCD화면부 이상유무

         2) LED색상주파 이상유무

         3) 제품 송풍 이상유무

         4) 버튼 동작 이상유무

LCD화면부 표출

LED색상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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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 그림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배선을 2열 시거잭
       단자까지 당겨주세요.

14. [2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 전원 커넥터를 연결하여 장착을 완료 합니다.

15. 차량 시동 후 제품 전원이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확인해주세요.

※ 본 페이지는 [2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하는 방법 안내 과정입니다. 1열 시거잭 단자에 연결하는 방법은 13~15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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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요소

         1) LCD화면부 이상유무

         2) LED색상주파 이상유무

         3) 제품 송풍 이상유무

         4) 버튼 동작 이상유무

LCD화면부 표출

LED색상 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