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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795 083
정비 데이터
보조 히터 K2 (400 127 783)에는 600 W (LOW)
또는 1500 W (HIGH)의 두 가지로 출력된다.
보조 히터 K3 (400 127 791)에는 1250 W (LOW)
또는 2100 W (HIGH)의 두 가지로 출력된다.
이 출력값은 -25˚C에서 공기의 흐름이 자유로운
상태일 때에 해당된다. 발열체는 주위 온도와 팬
의 공기 흐름에 따라 출력이 제어되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보조 히터에는 온도가 허용치를 넘을 경우 발열체
에 전류를 차단하는 온도 퓨즈가 있다. 예를들어
공기 출구 그릴 또는 입구 그릴에 커버가 덮여 있
을 때 등 공기가 순환될 수 없을 때도 온도 퓨즈
가 전류를 끊는다. 온도 퓨즈가 전류 공급을 중단
하면 보조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다.
보조 히터 K2: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도 퓨즈를
정상으로 한다:
1 보조 히터의 삽입식 커넥터를 빼내 히터에 전
류가 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보조 히터가
완전히 식어야 한다.
2 히터의 출구 그릴에 위치한 검정색 단추를 누
른다.

경고
엘레멘트나 온도 퓨즈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
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엘레멘트나 온
도 퓨즈가 손상되면 단락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
다.
클릭하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야 한다.
보조 히터 K3: 온도 퓨즈는 고칠 수 없고 교체해
야 한다. 판매처에 연락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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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설명서
경고

경고

보조 히터는 운행 중에 차내에 보관해서는 안된
다. 예를들어, 사고 시 히터가 굴러 인체에 상
해를 입힐 수 있다.
1 실내 히터의 뒤쪽에 있는 구멍에 케이블의 스
탠드를 맞춰 넣는다.
2 흡기구 그릴이 차량의 앞쪽을 향하도록 하여
승객석 앞에 보조 히터를 위치시킨다.

주의
시트커버의 색상이 변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
으므로 히터가 시트커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
다.
3 고무 또는 직조의 매트를 들어 올힌 후 히터
의 케이블 스탠드 위에 위치시킨다.

보조 히터는 접지된 소켓에만 연결해야 한다. 접
지 연결은 보조 히터에서 차량의 소켓 연결을 통
해 접지된 전기 소켓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차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안전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조건:

·

소켓의 접지핀과 실내 소켓의 접지 연결 사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모든 케이블은 주의를 기울여 취급한다. 사
이에 끼지 않고 날카로운 부품에 닿아 손상
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

연결 케이블에 손상 또는 노화 현상이 있는
지 검사하고 손상된 케이블은 즉시 교체하도
록 한다.

4 보조 히터를 연결시키고 적당한 출력을 선택
한다.

주의
도난방지 경보장치가 설치된 Saab 9-3 M03모델: 히터를 사용할 때는 차의 취급설명서에 따
라 도난방지 경보장치의 침입감지 센서를 분리한
다. 그렇지 않으면 따뜻한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
가짜 경보가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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