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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 휠 높이 조정 및 혼 작동 .......................10-4
스티어링 휠 오디오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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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퍼 점검 및 와이퍼 블레이드 교환 ................. 12-24
외부 음향기기를 이용한 음악 감상* ...................... 4-25
운전석 도어 트림 스위치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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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보조 시스템 I(전/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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