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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턱 확장부, 왼쪽
2 문턱 확장부, 오른쪽
3 와셔가 딸린 나사 (6개)
4 나사 (12개)
5 플라스틱 리벳 (12개)
6 클립 너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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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확장부는 회색의 프라이머로 표면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페인트를 칠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스포일러를 차체 색상과 같은 페인트로 칠한
다. 본 장착 설명서에 설명된 "프라이머가 칠
해진 PP/EPDM 플라스틱에 페인트를 칠할 때 준
수사항"을 참조한다.
2 차량을 들어 올린다.
3 차량의 왼쪽 휠 하우징 옆 나사를 탈착한다.
4 문턱 커버에서 문턱커버의 고무 스트립을 제
거하고 프런트 윙에서는 제거하지 않는다.

주의
프런트 윙에서 고무 스트립을 제거하면 고무 스
트립을 다시 장착할 때 윙 라이너를 제거해야 한
다.
5 고무 스트립 뒤에서 문턱 커버의 나사를 탈착
한다.
6 리벳의 가운데 핀을 눌러 넣어 플라스틱 리벳
을 탈착한다.
7 뒷 가장자리를 풀고 앞으로 눌러 스커프 플레
이트를 탈착하여 프런트 윙에서 빠지도록 한
다. 클립의 가운데 핀을 모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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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턱 커버에서 플라스틱 클립을 탈착하여 문
턱 확장부의 해당되는 부위에 장착한다. 문턱
확장부의 앞뒤 모서리에 클립 너트를 장착한
다.

Saab 9-3 4D M03-

12 805 382 5

10
12

10
10

12
13
13

13

9

11
F980A310

9 앞 플라스틱 휠 하우징의 뒤쪽 가장자리를 약
간 잡아당겨 내어 프런트 윙에 문턱 확장부를
고정한 후 뒷 도어에 클립을 눌러 넣는다.
10 고무 스트립 뒤에 나사를 장착한다.
11 고무 스트립을 눌러 고정한 후 고무 스트립을
약간 앞쪽으로 잡아 늘려 훅을 홈에 밀어 넣
은 후 고무 스트립을 뒤쪽으로 하여 문턱 확
장자의 뒤쪽 모서리에 있는 홈에 고무 스트립
의 훅을 넣는다.
12 휠 하우징에 문턱 확장부 나사를 장착한다.
13 플라스틱 리벳을 장착하고 중간 핀을 박아 넣
는다. 문턱 커버의 맞춤상태를 점검한다.
14 차량의 오른쪽은 항목 3에서 13까지 반복한다.
15 차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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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 PP/EPDM 플라스틱이
칠해져 있는 경우

•

도장을 하는 동안 스커프 플레이트의 모형이 변
형되지 않도록 잘 놓는다.

•

온도는 +40˚C (104˚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스커프 플레이트는 출하 시 프라이머 칠이 되
어 있다.

•

스커프 플레이트 취급 시에는 깨끗한 장갑을 사
용한다.

건조 시간
40˚C (104˚F) 일 때 70분.
준비 작업

•

프라이머가 칠해진 표면을 갈아낸다.
연마지 3M 1200 또는 800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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