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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개의 훅과 양쪽에 끝단 부분이 있는 레일

끝단을 분리하여 훅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2 플레이트 나사 4.8 x 19 mm (2개), 9-3 4D
3 플레이트 나사 4.8 x 13 mm (3개), 9-3 5D(3),
9-5 4D(2)
4 나사 M5 x 16 (2개), 9-5 5D
5 너트 M5 (2개), 9-5 5D

경고
훅은 하물을 고정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훅
은 운행 중 가벼운 물건을 고정하는데만 사용한
다.

6 와셔 (3개)
7 고무 스페이서 (2개), 9-3 4D
8 커버, 베이지 (2개), 회색 (2개),
양피지 (2개), 9-5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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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4D
1 트렁크 뚜껑을 연다.
2 등받이를 접고 실내에서 트렁크에 기어 들어
가 눕는다.
3 트렁크 뚜껑 근처 개구부의 용접 플랜지에 레
일을 일치시켜 백 홀더와 등받이 접이 손잡이
사이가 대략 8mm 되도록 한다. 타원형 구멍이
용접 플랜지 아래 중간에 와야 한다. 훅은 트
렁크 뚜껑 쪽으로 와야 한다.
4 오른쪽 구멍을 위해 용접 플랜지의 중간에
3.5 mm의 구멍을 표시하고 뚫는다.

주의
용접 점을 보링하지 않는다. 하물 선반에 구멍
이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링시 스톱을 사
용한다 (플레이트는 1.6 mm 두께).
5 4.8 x 19 mm 나사를 사용하여 레일을 고정한
후 레일을 정렬시킨 후 외쪽에 구멍을 뚫는다.
6 양쪽에 고무 스페이서를 레일과 차체 사이에
위치시킨다. 플레이트 나사에 와셔를 위치시
키고 손으로 레일을 조인다.
체결토크: 3Nm (2.2lbf ft).
7 등받이를 원위치시키고 트렁크 뚜껑을 닫는
다.
첫번째 페이지를 고객에게 전하고 경고문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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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D
1 트렁크 뚜껑을 연후 물건 가리개를 꺼낸다.
2 물건 가리개에서 레일을 조정하여 백 홀더와
플라스틱 가장자리 사이가 대략 165mm 되고 알
루미늄 프로필의 노치에서 구멍의 중간까지
15mm가 되도록 한다.
3 레일의 중간 구멍을 뚫기 위해 표시한 후
3.5mm의 구멍을 뚫는다.

주의
하물 선반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
링시 스톱을 사용한다 (플레이트는 1.6 mm 두께).
4 4.8 x 19 mm 나사와 와셔를 사용하여 레일을
고정한 후 레일을 정렬시킨 후 다른 두 개의
구멍을 뚫는다.
5 새로운 구멍에 와셔와 함께 나사 4.8 x 13 mm
를 장착한 후 홀더를 조인다.
체결토크: 3Nm (2.2lbf ft).
6 짐 가리개를 재장착하고 트렁크 뚜껑을 닫는
다.
첫번째 페이지를 고객에게 전하고 경고문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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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D
1 트렁크 뚜껑을 연다.
2 등받이를 접고 실내에서 트렁크에 기어 들어
가 눕는다.
3 트렁크 뚜껑 근처 개구부의 용접 플랜지에 레
일을 일치시켜 차량의 중간에 오도록 한다(트
렁크 등은 중간에 장착되어야 한다). 타원형
구멍이 용접 플랜지 아래 중간에 와야 한다.
훅은 트렁크 뚜껑 쪽으로 와야 한다.
4 오른쪽 구멍을 위해 용접 플랜지의 중간에
3.5 mm의 구멍을 표시하고 뚫는다.

주의
용접 점을 보링하지 않는다. 하물 선반에 구멍
이 뚫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링시 스톱을 사
용한다 (플레이트는 1.6 mm 두께).
5 4.8 x 13mm 나사 및 와셔를 사용하여 레일을
고정한 후 레일을 정렬시킨 후 외쪽에 구멍을
뚫는다.
6 새로운 구멍에 와셔와 함께 나사 4.8 x 13 mm
를 장착한 후 손으로 홀더를 조인다.
체결토크: 3Nm (2.2lbf ft).
7 등받이를 원위치시키고 트렁크 뚜껑을 닫는
다.
첫번째 페이지를 고객에게 전하고 경고문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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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D
1 트렁크 뚜껑을 연후 물건 가리개를 꺼낸다.
2 레일은 짐 가리개의 접는 선 하부 중앙 그리
고 등받이에 가장 가까운 섹션에 장착한다. 훅
은 트렁크 뚜껑 쪽으로 와야 한다.
3 레일을 조정하여 가장자리에 맞도록 한다(양
쪽에서 대략 335mm). 외측 고정을 위해 두 개
의 관통하는 6mm 구멍을 뚫는다.
4 상부에서 색상이 조화되는 커버를 눌러 넣고
두 개의 M5 나사가 관통하도록 눌러 넣는다.
5 너트와 와셔를 사용하여 레일을 장착한다.
6 커버에 캡을 닫는다.
7 짐 가리개를 재장착하고 트렁크 뚜껑을 닫는
다.
첫번째 페이지를 고객에게 전하고 경고문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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