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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의 형상 및 배열은 사양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앙 콘솔의 집중키 사양은 별도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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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위치의 형상 및 배열은 사양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타입A타입   B타입B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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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차량의 배터리는 트렁크 내에 있습니다.
※ 본 도안은 실제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