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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3 M03리어 범퍼 스커트
Accessories Part No.

Group

Date

Instruction Part No.

Replaces

12 787 574
12 805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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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3

12 798 024

12 798 024 Oct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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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80A053

1 범퍼 스커트
2 나사 (2개)
3 플라스틱 너트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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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스커트는 회색의 프라이머로 표면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페인트를 칠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범퍼 스커트를 차체 색상과 같은 페인트로 칠
한다. 본 장착 설명서에 설명된 "프라이머가
칠해진 PP/EPDM 플라스틱에 페인트를 칠할 때
준수사항"을 참조한다.

주의
보호커버가 덮여진 곳은 칠하지 않는다. 칠이 끝
나면 먼저 고무 스트립을 탈착한 후 보호커버를
벗긴다.
2 차량을 들어 올린다.
3 범퍼 하부 나사와 너트를 탈착한다.
4 범퍼의 하부를 잡아 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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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우바가 장착된 차량: 훅 모양의 날이 있는 유
니버설 나이프를 사용하여 범퍼커버에 토우바
를 위한 구멍을 잘라낸다. (구멍 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경고
톱이나 칼을 사용할 때는 상해를 입을 수도 있
다.
보강 리브 안쪽을 파내야 한다.
A 토우바, 탈착형 (부품 번호 12 786 788
또는 12 798 347)
B 토우바, 탈착형 (부품 번호 12 786 789
또는 12 798 348)
C 토우바, 고정식 (부품 번호 12 786 787)
6 범퍼 스커트의 가이드 탭을 범퍼에 맞춰넣고
스커트를 중간에서 시작하여 양쪽으로 눌러 고
정한다.
7 범퍼 스커트의 앞 가장자리와 휠 하우징의 가
장자리가 잘 맞는지 검사한다.
8 나사와 너트를 장착한다.
9 차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10 고객에게 설치설명서를 제공하여 다음 사항을
인지하도록 한다.

주의
범퍼 스커트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것도 견
인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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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 PP/EPDM 플라스틱이 칠해져 있
는 경우

·

도장을 하는 동안 범퍼 스커트를 변형되지 않
도록 위치시킨다.

·

온도는 +40˚C (104˚F)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
·

범퍼 스커트는 이미 초벌칠 되어 있다.
범퍼 스커트 취급 시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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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