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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5 B205, B235, B308 
엔진 히터 / 실내 히터엔진 히터 / 실내 히터엔진 히터 / 실내 히터엔진 히터 / 실내 히터

Accessories Part No. Group Date Instruciton Part No. Replaces

32 000 515
400 106 621
400 106 639
400 106 654
400 126 363
400 130 217
400 130 225 9:87-7 Sep 04 47 29 653 47 29 653 Jun 04

주의
연료 가동식 엔진 히터/실내 히터의 장착시에는
항상 국내 법과 규칙을 알아보고 이를 충족시키
도록 한다.

M04부터 엔진/실내 히터의 설치는 2001/56/EC에
준한다 (히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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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 키트 400 106 621 포함:

1 가솔린 히터

2 순환 펌프

3 역지 밸브

4 연료 펌프

5 라벨

Vid tankning måste värmaren
vara frånkopplad

Switch off the heater
when adding fuel

E980A222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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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키트 400 106 639 포함:

1 브래킷

2 홀더

3 냉각수 호스 (3개)

4 소음기

5 배기 파이프 90˚

6 클램프 (배기 호스) (2개)

7 배기 가스 호스

8 흡기 호스

9 홀더, 냉각수 펌프

10 스플래쉬 가드

11 클립 (4개)

12 볼트 (3개)

13 호스 클램프 (8개)

14 케이블 타이 (2개)

15 나사 M6

16 볼트 (9개)

17 볼트 M8 (4개)

18 너트 M6

19 클램프 (3개) (배기 파이프)

20 클램프 (흡입)

21 블라인드 리벳 (2개)

22 볼트 M6 (2개)

3

3

4

5

7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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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2

1718

13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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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80A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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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키트 400 130 217 포함:

1 브래킷

2 홀더

3 냉각수 호스 (3개)

4 소음기

5 배기 파이프 90˚

6 클램프 (배기 호스) (2개)

7 배기 가스 호스

8 흡기 호스

9 홀더, 냉각수 펌프

10 스플래쉬 가드

11 클립 (4개)

12 볼트 (3개)

13 호스 클램프 (8개)

14 케이블 타이 (2개)

15 나사 M6

16 볼트 (9개)

17 볼트 M8 (4개)

18 너트 M6

19 클램프 (배기 파이프)

20 클램프 (흡입)

21 블라인드 리벳 (2개)

22 볼트 M6 (2개)

23 클램프 (2개) (배기 파이프)

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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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19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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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80A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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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라인 키트 400 126 363 포함:

1 연료 라인 (2개)

2 조인트 호스, 굴곡 (2개)

3 클램프 (2개)

4 조인트 호스, 각진

5 연료 라인 키트 (탱크)

6 브래킷, 연료 펌프

7 클램프

8 고무 스페이서

9 케이블 타이 (10개)

10 케이블 타이

11 볼트 (2)

12 호스 클램프 (4개)

13 클램프 (3개)

14 너트 (3개)

9

10

E980A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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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 키트 400 106 654 포함:

1 배선 하니스

2 2핀 커넥터

3 케이블 타이 (11개)

4 볼트 (2개)

5 브래킷

6 그로밋 (2개)

E980A127

1

2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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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 키트 400 130 225 포함:

1 배선 하니스

2 2핀 커넥터

3 케이블 타이 (11개)

4 릴레이

5 15A 퓨즈

6 그로밋 (2개)

E980A342

1

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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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키트 32 000 515 (M04-):

단자

E980A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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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 히터의 장착은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장착 설
명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 히터는 배기 가스 환기장치가 없는 차고 또는
정비실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절 로 사
용해서는 안된다.

� 주유소 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히
터를 항상 꺼버리도록 한다.

경고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장착에 한 설명 전체
를 숙독한다.

히터를 장착하는 것은 차량의 연료 장치에 손을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히터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한다. 연료 증발 증기를
흡수하는 좋은 환기장치가 있으면 이것을 사
용하도록 한다.

� 보호 장갑을 착용한다! 연료에 장시간 접촉
하면 피부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 소화기 등급 BE를 준비한다! 전기 회로 차단
또는 단락 등으로 인화가 발생될 위험이 있
으므로 주의한다.

� 담배를 피워서는 절 로 안된다.

주의
이 키트에 있는 연료 라인의 연결할 때 끝부분
을 완전하게 들어가도록 끼워야 한다.

주의
히터를 주차 히터로 사용할 때는 배터리의 용량
일부가 사용된다. 이것은 특히 추운 날씨에서 배
터리가 이미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이다. 주위 온
도가 -20˚C 보다 추운 날씨일때는 히터를 사용
할 때 차량이 적어도 주차 히터가 사용된 시간
만큼 운행되어야 한다. 저온에서는 히터를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이런 경우에
는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점검하여 필요 시 충전
시켜야 한다.

히터는 하절기에도 한 달에 한번 이상 작동시킨
다. 이렇게하면 움직이지 않은 연료가 증발한 후
잔류물이 남아 운행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막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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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브 오디오 장치 이외의 다른 라디오를 장착
한 차량은 라디오 코드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놓는다.

2 LHD:LHD:LHD:LHD: 계기판의 왼쪽 아래 소음기 그리고 고
장 진단 소켓 또는 바닥 조명장치를 탈착한다.

RHD:RHD:RHD:RHD: 글러브 박스를 탈착한다.

3 왼쪽 스커프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뒷좌석의
시트쿠션을 앞으로 젖히고, 왼쪽 뒷좌석 히팅
패드 (있으면)에 연결된 커넥터를 분리하고 뒷
좌석의 왼쪽부분을 들어낸다. 카페트를 걷어
올리고 탱크 액세스 커버를 뒤로 젖힌다.

4 배터리 커버, 배터리 케이블 그리고 배터리를
탈착한다.

M02-:M02-:M02-:M02-: 배터리 상자를 탈착한다.

5 팽창탱크를 분리하여 한쪽에 젖혀둔다.

6 M02-:M02-:M02-:M02-: 퓨즈 박스의 커버를 열고 네 개의 훅
을 눌러 릴레이 보드를 들어 올린다.

7 M02-:M02-:M02-:M02-: 엔진실의 퓨즈박스를 분리하여 들어올
린다. 퓨즈박스의 장착 브래킷으로부터 케이
블 타이를 풀고 퓨즈박스를 들어낸다.

3 E980A343

4
5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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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01:-M01:-M01:-M01: 그릴 , 헤드램프 와셔 암 , 방향지시등
램프 그리고 헤드램프를 탈착한다 . 왼쪽 헤드
램프 와셔 모터를 분리한다 .

M02-:M02-:M02-:M02-: 바깥쪽의 양쪽 그릴, 방향지시등, 헤
드램프 그리고 헤드램프 세척장치의 커버를 탈
착한다.

9 백유를 사용하여 냉각장치의 팽창탱크 높이에
있는 왼쪽 앞쪽 윙을 깨끗이 닦는다. 히터에
서 보조 라벨을 떼어내어 깨끗이 청소한 자리
에 붙인다.

주의
헤드램프와 차체 사이 스페이서 와셔가 있으면
이것을 보관하여 헤드램프를 장착할 때 다시 사
용한다.

주의
어떤 경우에도 이 라벨이 다른 라벨이나 플레이
트를 덮지 않도록 한다.

MY02--MY01

8 88

8

8

8

8

9

E980A34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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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량을 들어 올린다 .

에어 실드를 탈착한다.

11 범퍼에 소켓이 있으면 이것을 탈착한다.

12 -M01:-M01:-M01:-M01: 범퍼 멤버에 범퍼를 고정하는 4 개의
나사를 탈착하고 앞쪽의 윙에 범퍼를 고정하
는 너트도 탈착한다.

M02-:M02-:M02-:M02-: 범퍼 멤버에 범퍼를 고정하는 6개의 나
사와 그릴 위에 있는 5개의 클립을 탈착한다.

13 윙 라이너에 범퍼를 고정하는 6개의 나사 
(양쪽에 3개씩)를 탈착한다.

14 M98:M98:M98:M98: 안개등 (있으면) 과 온도 센서 커넥터를
(있으면) 탈착한다 .

M99-01:M99-01:M99-01:M99-01: 범퍼의 와이어링 하니스용 커넥터를
분리한다. 커넥터는 왼쪽 헤드램프 아래에 위
치해 있다.

M02-:M02-:M02-:M02-: 범퍼의 와이어링 하니스용 커넥터를
분리한다. 커넥터는 오른쪽 헤드램프 아래에
위치해 있다.

15 양쪽에 있는 앞쪽 윙에서 범퍼를 먼저 분리한
후 범퍼를 앞쪽으로 당긴다.

경고
연료 펌프를 장착할 때 공간이 충분하도록 우측
리프팅 점을 될 수 있는 로 바깥쪽으로 한다.

E980A345

MY02-

-MY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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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왼쪽 앞쪽 휠과 왼쪽 윙 라이너를 탈착한다.

17 펌프와 레벨 센서의 연결을 분리한다. 와셔액
탱크를 비운다.

탱크가 블라인드 리벳으로 장착되어 있으면 보
링해낸다. 각 리벳의 코어핀을 두들기고, 먼
저 4mm 드릴로 그 다음에는 5mm 드릴로 보링
하여 리벳을 빼낸다. 와셔액 탱크를 탈착하여
들어내린다.

주의
주위에 있는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 방법
로 해야 한다해야 한다해야 한다해야 한다.

16
16

16

16

E980A346

17

17

17

17
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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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섀시 플레이트의 프레스 폴드앞에 그림과 같
이 브래킷을 위치시켜 , 브래킷에 나온 부분
(X) 이 섀시 플레이트 들어간 부분에 맞도록
한다 . 아래쪽에 두 개의 구멍을 위한 위치를
표시한다 .

19 섀시 프레임의 하부에 3mm 구멍을 두 개 뚫고
브래킷을 나사로 고정시킨다.

20 측면부터 네 개의 3mm 구멍을 뚫는다. 브래킷
을 분리한다.

21 구멍에서 거칠은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금
속 가루 및 칠 잔유물을 제거한다. Terosons
Rengorare FL로 깨끗이한다. Standox 1K
Fullprimer를 칠한다. 보호 페인트을 입힌다.

22 브래킷을 장착한다.

23 홀더에 히터를 위치시켜 로킹 힐이 이것을 완
전히 고정시키도록 한다.

24 홀더에 히터를 고정하는 두 개의 나사를 장착
한다.

25 호스와 함께 순환 펌프를 장착하고 호스 클램
프를 히터의 흡입구에 연결한다. 그림 참조.

펌프를 브래킷에 장착하는 것은 조립 과정 중
나중에 나온다.

26 히터에서 연결되는 2핀 커넥터를 순환 펌프에
연결한다.

27 압력 호스 (46 72 317 (-M01) 또는 53 23 118
(M02-))를 엔진실에 밀어 넣는다. 약간 더 넓
은 끝쪽을 먼저 라디에이터와 구조 멤버 사이
에 그리고 서브프레임의 앞쪽 장착점 앞으로
배치시킨다.

28 압력 호스의 더 두꺼운 쪽을 히터의 아웃렛에
연결한다. 그림 참조.

E980A347

19

25

20,22

28

20,22

24

18

25
2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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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브래킷의 앞쪽에 있는 훅에 히터의 홀더를 걸
어 놓는다 .

30 홀더에 히터를 고정하는 2개의 나사를 고정한
다.

31 과압이 있을것에 비해 팽창 탱크의 뚜껑을
연 후 다시 조인다.

32 4 실린더:4 실린더:4 실린더:4 실린더: 흡입 호스 (45 77 995 (-M01) 또는
53 23 100 (M02-))에 테이프나 색상으로 표시
한다. 그 다음 약간 더 넓은 쪽의 끝을 먼저
엔진실에서 히터쪽으로 집어넣고 그림과 같이
순환 펌프의 흡입 연결에 장착한다.

33 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 엔진에서 실내 열교환기에 가는 냉각
수 호스를 함께 집게 30 07 739 (2 개)로 찝
은 후 그림과 같이 잘라낸다.

A 140mm (-M01)

220mm (M02-)

B 90mm (-M01)

70mm (M02-)

34 4 실린더 :4 실린더 :4 실린더 :4 실린더 : 2개의 호스 클램프를 사용하여 역
지밸브를 잘라낸 호스에 장착한다 .

히터의 연결부는 위쪽을 향해야 한다.

35 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 히터에서 오는 표시가 없는 호스 (압
력 호스)를 역지밸브로 연결한다.

36 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 표시된 호스(흡입 호스)에 깔 기를
고, 호스를 들고 히터 회로에 냉각수를 채

운다. 호스에 냉각수가 가득 차도록 채운다.

37 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 깔 기를 치우고, 호스를 찝은 후 호
스 클램프를 사용해 역지밸브에 연결한다.

38 4 실린더:4 실린더:4 실린더:4 실린더: 플라이어를 제거하고 냉각수를 채운
후 압력 테스터로 장치의 밀봉도를 검사한다.

39 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4실린더: 호스에 주름이 있거나 호스가 비틀리
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또한 호스가 뜨거운 물
체나 날카로운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필
요 시 있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경고
차의 엔진이 뜨꺼우면 주의해야 한다. 냉각수가
뜨겁기 때문이다. 매니폴드에서 화상을 입을 위
험이 있다.

E980A348

4-CYL

32

29

29

29

33

34
35

A

B

37

30

주의
역지 밸브의 흐름 방향은 그림과 같이 히팅 어
셈블리를 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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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V6:V6:V6:V6: 엔진의 커버를 제거한다.

41 V6:V6:V6:V6: 스로틀 보디에서 터보 압력 파이프를 풀
어 한쪽에 치워 놓는다.

42 V6:V6:V6:V6: 2개의 냉각수 호스를 스로틀 보디에 끼운
다.

43 V6:V6:V6:V6: 스로틀 보디의 페달 암에서 액셀러레이터
와이어를 푼다.

44 V6:V6:V6:V6: 림프홈 솔레노이드 커넥터를 분리한다.

45 V6:V6:V6:V6: 스로틀 보디의 10핀 커넥터를 푼다.

46 V6:V6:V6:V6: 림프 호움 솔레노이드 아래 벤팅 호스 연
결과 진공 호스를 푼다.

47 V6:V6:V6:V6: 스로틀 보디에 있는 3 개의 고정 나사를
푼 후 스로틀 보디를 제거한다.

E980A349

42

47
46

464347

42

44

47

47
47

45

4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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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V6:V6:V6:V6: 다른 쪽 끝이 히터의 아웃렛에 장착되어
있는 압력 호스 (46 72 317)를 잘라낸다. 그
림과 같이 자른다.

49 V6:V6:V6:V6: 흡입 호스 (45 77 995)에 테이프 또는 색
으로 표시한다. 그림과 같이 호스를 자른다.
그 다음 잘라내지 않은 약간 더 두꺼운 끝을
엔진실에서 히터 쪽으로 넣은 후 순환 펌프의
흡입 라인에 장착한다.

50 V6:V6:V6:V6: 엔진에서 실내 열 교환기에 연결되는 냉
각수 호스의 잘라낼 부분을 재어 표시한다. 그
림 참조. 두 개의 플라이어 30 07 739로 냉각
수 호스를 찝은 후 호스를 잘라낸다.

51 V6:V6:V6:V6: 잘라낸 호스에 2개의 호스 클램프로 역지
밸브를 장착한다.

히터의 연결은 그림과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
다.

52 V6:V6:V6:V6: 표시하지 않은 호스 (공급 호스)를 히터
에서 역지 밸브로 그림과 같이 연결한다.

53 V6:V6:V6:V6: 표시한 호스에 깔 기를 고 (흡입 호스),
호스를 들고 히터 회로에 냉각수로 채운다. 모
든 호스에 가득 채운다.

54 V6:V6:V6:V6: 깔 기를 제거하고 호스를 찝은 후 호스
클램프를 사용하여 역지 밸브에 연결한다. 그
림 참조.

55 V6:V6:V6:V6: 플라이어를 제거하고 냉각수를 채운 후
압력 테스터로 장치의 밀봉도를 검사한다.

56 V6:V6:V6:V6: 호스에 주름이 있거나 호스가 비틀리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또한 호스가 뜨거운 물체
나 날카로운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한다. 필요
시 있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주의
역지 밸브의 흐름 방향은 그림과 같이 히팅 어
셈블리를 향해야 한다.

49

54

51

51

43

52

45mm

40mm

49

4577995

50mm

50mm

4672317

53

50

48

E980A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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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V6:V6:V6:V6: 스로틀 보디를 맞춰넣고 3개의 고정나사
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필요 시 새로운 씰을
장착하고 바셀린을 얇게 도포한다.

58 V6:V6:V6:V6: 2개의 냉각수 호스를 스로틀 보디에 연결
한다.

59 V6:V6:V6:V6: 림프 호움 솔레노이드 아래 벤팅 호스 연
결과 진공 호스를 장착한다.

60 V6:V6:V6:V6: 스로틀 보디의 10핀 커넥터를 연결한다.

61 V6:V6:V6:V6: 림프홈 솔레노이드 커넥터를 연결한다 .
냉각수 호스에서 집게를 제거한다.

62 V6:V6:V6:V6: 가속 페달 와이어를 연결한다.

63 V6:V6:V6:V6: 스로틀 보디에 터보 압력 파이프를 연결
한다.

E980A351

58
59

596258

61

60

6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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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과 같이 긴 연료 호스를 엔진실로 넣는다:

LHD -M01:LHD -M01:LHD -M01:LHD -M01: 배터리 상자에서 - 팽창탱크 옆
으로 (호스의 훅이 스프링 스트럿 타워 앞에)
- 브레이크 서보 아래 - ABS 장치에 연결된 브
레이크 파이프 위로 - 실내 열교환기 호스 위
로하여 뒷바퀴의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서 배
치한다. 벌크헤드와 바닥 플레이트 사이를 지
날 때는 연료 라인이 차에 원래 있는 연료 라
인을 향하도록 한다.

LHD -M02:LHD -M02:LHD -M02:LHD -M02: 배터리 상자에서 - 팽창탱크 옆
으로 (호스의 훅이 스프링 스트럿 타워 앞에)
- 브레이크 서보와 벌크헤드 사이 - 브레이크
파이프 위로 - 실내 열교환기 호스 위로하여
뒷바퀴의 브레이크 라인을 따라서 배치한다.
벌크헤드와 바닥 플레이트 사이를 지날 때는
연료 라인이 차에 원래 있는 연료 라인을 향
하도록 한다.

RHD -M01:RHD -M01:RHD -M01:RHD -M01: 배터리 상자에서 - 팽창탱크 옆
으로 (호스의 훅이 스프링 스트럿 타워 앞에)
- ABS 장치에 연결된 브레이크 파이프 위로 -
실내 열교환기 호스 위로 - 뒤쪽 엔진 장착점
과 조향 기어의 밸브 보디 사이 또한 스티어
링 서보 파이프와 안티롤바 바 뒤를 따라서 배
치한다. 벌크헤드와 바닥 플레이트 사이를 지
날 때는 연료 라인이 차에 원래 있는 연료 라
인을 향하도록 한다.

RHD -M02:RHD -M02:RHD -M02:RHD -M02: 배터리 상자에서 - 팽창탱크 옆
으로 (호스의 훅이 스프링 스트럿 타워 앞에)
- 브레이크 파이프 위로 - 실내 열교환기 호
스 위로 - 뒤쪽 엔진 장착점과 조향 기어의 밸
브 보디 사이 또한 스티어링 서보 파이프와 안
티롤바 바 뒤를 따라서 배치한다. 벌크헤드와
바닥 플레이트 사이를 지날 때는 연료 라인이
차에 원래 있는 연료 라인을 향하도록 한다.

65 스프링 스트럿 타워의 장착부품에 두 개의 고
무가 입혀진 클램프를 사용하여 호스를 고정
한다.

66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벌크헤드의 와이어링
하니스에 호스를 고정한다.

경고
연료 호스가 접히거나 또는 손상이 발생되지 않
도록 주의한다.

E980A352

65

6666

65

주의
연료 호스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케이블 타
이를 아직 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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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차를 들어 올리고, 연료 필터 위 커버를 탈착
하고 연료 필터 앞에 연료 펌프 장착부품을 위
치시킨다.

마운팅을 본으로 하여 바닥에 3mm 구멍을 뚫
는다.

68 구멍을 갈고 여기에서 생긴 가루와 잔류 페인
트를 압력 공기로 깨끗이 한다 . Terosons
Rengorare FL 을 사용하여 깨끗이 한다 .
Standox 1K Fullprimer를 도포한다. 마무리 칠
을 한다 . 구멍을 막기 위해 안쪽 표면에
Terotex HV 400 또는 Mercasol 1를 도포한다.

69 마운팅에 고무 스페이서를 장착하고 마운팅을
체결한다.

70 연료 펌프에 홀더를 장착한 후 압력 쪽을 (가
는 쪽 연결) 차량의 왼쪽으로 가게 하여 마운
팅에 장착한다. 그림 참조. 마운팅은 펌프의
압력 쪽 연결 (가는 쪽)이 위로 향하도록 장
착해야 한다.

71 8개의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너무 세게 잡
아당기지 않는다) 연료 라인을 차량의 아래에
있는 연료 파이프에 나란하게 장착한다. 그림
참조.

72 두 개의 클램프 및 연결 호스로 연료 펌프의
압력 쪽에 각이진 파이프를 연결한다.

73 네 개의 나사를 약 15바퀴 돌려서 풀어 연료
탱크를 내린다. 탱크를 15mm 정도 내리는 것
을 의미한다.

주의
장착부품은 각이졌다. 올바른 위치가 되도록 각
이진 곳의 코너가 구멍의 가장자리에 일직선이
되어야 한다. 그림 참조. 또한 돌출부가 우측을
향하도록 한다.

경고
차량에 원래 있는 연료 호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E980A353

70

72

69

73

7167

주의
필요 시 펌프의 위치를 조정하여 펌프의 커넥터
가 다른 부품에 닿지 않도록 한다. 호스에 주름
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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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차를 내려놓고 링 케이블단자를 사용하여 검
정색 케이블을 배터리 상자 (-M01) 앞에 있는
접지 G2에 또는 배터리 상자의 좌측 G30 (배
터리의 음극 케이블이 연결된 접지점은 안된
다)에 (M02-) 연결한다.

75 차체 구조재와 좌측 프런트 윙 사이 8핀 커넥
터를 밀어내려 히터에 연결한다.

필요 시 케이블이 열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노
출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76 -M01:-M01:-M01:-M01:히터 퓨즈박스 브래킷을 라디에이터 빔
에 보닛캐치에 센터링되도록 위치시킨다. 퓨
즈박스는 라디에이터 호스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브래킷을 견본으로 하여 5.5mm 구멍을 뚫
는다.

77 -M01:-M01:-M01:-M01: 구멍에서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을 제
거하고 금속 가루 및 칠 잔유물을 제거한다.
Terosons Rengorare FL 로 깨끗이한다 .
Standox 1K Fullprimer를 칠한다. 보호 페인
트을 입힌다.

78 -M01:-M01:-M01:-M01: 라디에이터 빔 아래 브래킷을 잡고, 볼
트를 사용하여 퓨즈박스를 장착한다.

V6 -M01:V6 -M01:V6 -M01:V6 -M01: 차징 에어 냉각기와 스로틀 하우징
사이 호스부분의 두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
는 곳을 퓨즈 박스를 장착할 때 필요하면 꼬
도록 한다.

79 -M01:-M01:-M01:-M01: 링 케이블 슈가 달려있는 와이어링 하
니스의 빨간색 케이블을 퓨즈박스의 홀더에 있
는 단자 블록에 연결한다.

주의
히터용 8핀 커넥터는 테이프로 감아져 있다. 이
테이프는 연결 전에 제거해야 하고 커넥터에 있
는 핀은 절 로 만져서는 안된다.

주의
라디에이터에서 팽창탱크로 연결된 벤트 호스와
보닛 캐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980A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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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4

76,7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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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윈드스크린 와이퍼를 탈착한다 . 풀러 85 80
144을 사용한다.

81 보닛 밀봉 스트립을 분리하고 벌크헤드 공간
커버도 제거한다.

E980A355

80

81 81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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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M02-:M02-:M02-:M02-: 다수의 케이블이 있는 와이어링 하니
스를 원래의 와이어링 하니스를 따라 엔진실
퓨즈박스로 배치시킨다.

83 냉각수 용기와 차체 사이로 캐빈에 배치할 하
니스의 부분을 배치시킨다. 벌크헤드 공간으
로 보닛캐치 케이블을 따라 배치시킨다.

84 M02-:M02-:M02-:M02-: 퓨즈박스의 커버에서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떼어내고 커버를 통해 퓨즈 박스로
케이블을 넣는다.

85 M02-:M02-:M02-:M02-: 키트의 와이어링 하니스를 릴레이 플
레이트에 박스 하니스를 고정하는 케이블 타
이에 위치한 테이프의 끝에 오도록 차량의 하
니스에 부착하고 흰색 마크에 케이블 타이를
부착한다.

86 M02-:M02-:M02-:M02-: 빨간색/회색 그리고 빨간색/흰색 케이블
의 와이어링 하니스에 퓨즈 FF5에 연결한다.

87 M02-:M02-:M02-:M02-: 다음과 같이 릴레이 위치 FR5에 케이
블을 연결한다 (위쪽의 표시는 괄호 안에):빨
간색/흰색 케이블을 위치 84 (1)에두 개의 빨
간색/흰색 케이블을 위치 80 (3)

파란색 케이블을 위치 82 (2)에

갈색 케이블을 위치 81 (5)에

88 와이어링 하니스에 그로밋을 넣는다.

89 LHD:LHD:LHD:LHD: 보닛 캐치 와이어의 그로밋 왼쪽에 있
는 플러그를 빼고 밀봉재에 구멍을 내어 실내
로 와이어링 하니스를 배치시킨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될 수 있는 로 멀리 배치시켜, 마
크가 그로밋에 오도록 한다. 그로밋을 눌러 넣
고 Teroson T242 (부품번호 30 15 781) 또는
이와 유사한 밀봉제를 도포한다. 

RHD:RHD:RHD:RHD: 고무 플러그가 있는 부분의 차단 카페
트의 일부를 제거한다 (약간 올라온 부분). 
고무 플러그를 제거하고 차단재에 구멍을 뚫
고 실내로 와이어링 하니스를 배치시킨다. 와
이어링 하니스는 될 수 있는 로 멀리 배치시
켜, 마크가 그로밋에 오도록 한다. 그로밋을
눌러 넣고 Teroson T242 (부품번호 30 15 781)
또는 이와 유사한 밀봉제를 도포한다.

E980A356

82

84

82

85

89

83

86

87



24 47 29 653

Saab 9-5 B205, B235, B308

90 벌크헤드에서 좌측 A 필러로 연료 펌프용 케
이블을 배치시킨다. 그 다음 왼쪽 문턱의 플
라스틱 채널안으로, 카페트 아래로 뒷좌석 아
래 구멍으로 배치시킨다. 

91 연료 탱크 뚜껑에 그로밋 용으로 15mm 구멍을
뚫는다. 그림 참조.

92 와이어링 하니스에 그로밋을 장착하고 커버를
통해 와이어링 하니스를 배치한다. 그로밋을
원위치시킨다.

93 보링이 비뚤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차량의
연료 펌프 뚜껑에 있는 파이프 엔드에 6.2mm
구멍을 뚫는다.

보링 가루를 제거한다.

94 연료 라인 연결 키트가 들어있는 비닐 백을 열
고 여기에 들어 있는 장착 설명서는 버리도록
한다. 연결 호스 끝이 굵은 부분은 탱크 호스
엔드에 클램프로 고정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
의 클램프를 연결 호스에 배치한다. 라인의 모
진 끝을 눌러 넣어 고리가 연결 호스에 고정
되게하고 호스 클램프를 원위치에 장착한다.

95 용접 선을 (1.5m) 연료 필터쪽으로 연료 라인
을 따라 밀어 내려 연료 탱크 위쪽 앞 모서리
로 배치한다.

96 남아 있는 연료 라인의 끝은 연료 펌프로 가
는 케이블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연료 라인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연료 라인
과 케이블은 용접 선에 고정한다. 연료 라인
과 케이블을 히터의 연료 펌프에 잡아 당긴다.

주의
탱크의 파이프 엔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보링
이 비뚤게 되어서는 절 로 안된다.

E980A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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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조인트 호스와 2개의 클램프로 연료 펌프의 흡
입부에 연료 라인을 연결한다.

98 연료 펌프의 와이어링 하니스에 커넥터 (극성
은 중요하지 않다)를 장착한 후 펌프에 연결
한다.

99 연료 탱크를 들어올리고 나사를 체결한다. 

체결토크: 25Nm (18lbf ft). 체결토크: 25Nm (18lbf ft). 체결토크: 25Nm (18lbf ft). 체결토크: 25Nm (18lbf ft). 

100히터의 연료 펌프에 여뇰 라인과 와이어링 하
니스를 고정한다. 이전의 장착과 같이 연료 필
터 위에 커버를 장착한다 (키트에 들어있는 단
단한 케이블 타이).

주의
연료 펌프의 흡입부분으로 연결되는 연료 라인
의 연결부를 손가락/손의 힘으로 모양을 만들어
90도 각도의 연료 라인을 장착할 때 원래 모양
에서 될 수 있는 로 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한
다.

각이 너무 좁으면 연료 공급이 방해를 받고, 호
스가 손상되고 히터의 기능불량이 생길 수 있다.

주의
라인과 케이블이 꼭 끼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한
다.

E980A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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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케이블 타이를 브레이크 파이프를 따라 잡아
당긴다. 연료 라인이 손상될 정도로 세게 잡
아 당기지 않는다. 차를 내려놓고 벌크헤드를
따라 케이블 타이를 또한 조인다.

102연료 라인을 히터까지 밀어 내리고 연료 라인
에 클립으로 각이진 연결 호스를 장착한다. 가
는 부분을 히터 쪽을 가게한다. 그림 참조.

전동식 진공 펌프가 있는 차량:전동식 진공 펌프가 있는 차량:전동식 진공 펌프가 있는 차량:전동식 진공 펌프가 있는 차량: 연료 라인은 펌
프와 브래킷 사이에 와야하고 브래킷에 고정
하여 열이나 날카로운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해
야 한다. 그림 참조.

103클램프로 히터의 연료 파이프 엔드에 호스를
연결한다.

104파이프를 조절하여 열 또는 다른 날카로운 물
체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105엔진실에서 연료 라인을 조정하고 고무로 싸
인 클램프를 사용해 배터리옆 접지점에 고정
한다.

E980A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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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각이진 배기가스 파이프를 클램프를 사용하여
히터의 배기 커넥터에 장착한다. 클림프와 함께
소음기를 조립한다 (끝부분을 적당히 민다). 소
음기를 그림과 같이 섀시 프레임 쪽으로 비스듬
히 뒤쪽으로 밀고 클램프를 조인다. 

체결토크: 5Nm (3.7lbf ft).체결토크: 5Nm (3.7lbf ft).체결토크: 5Nm (3.7lbf ft).체결토크: 5Nm (3.7lbf ft).

107소음기에 배기가스 호스를 클램프로 장착한다.

108배기 호스에 있는 홀더에 끼운 후 그림과 같
이 호스를 서브 프레임 위에 고리에 끼워 앞
바퀴 또는 프런트 윙 라이너, 기어 박스 또는
서브 프레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배기 호
스와 접지선 사이가 적어도 40mm인지 점검하
고 필요 시 케이블 단자를 돌려 기어 박스 내
접지 연결을 조정한다.

109송곳으로 표시하고 서브 프레임에 4mm 구멍을
두 개 뚫는다. 그림 참조. 배기 호스의 홀더
두 개를 그림과 같이 호스의 끝이 아래로 그
리고 휠 허브 쪽을 향하게 하여 서브 프레임
에 조인다. 배기 호스가 딸랑 거리는 소리 또
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또
한 호스와 기어박스 사이가 적어도 10mm 인것
을 확인한다.

110소음기에 있는 배기 호스의 가장 낮은 점에서
3mm 되는 배출 구멍을 뚫는다.

111흡입 호스의 한쪽을 100˚로 구부린 후 클램
프를 사용하여 히터 흡기 커넥터에 연결한다.

112엔진실내 좌측 헤드램프 뒤로 흡입 호스를 밀
어 올린다. 호스의 위쪽 끝을 180˚ 구부리고
히터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라디에
이터 크로스멤버의 보강재에 삼각형 구멍을 통
해 넣는다. 호스의 열린 부분은 왼쪽 헤드램
프를 향하게 하여 히터에 될 수 있는 로 차
가운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다. 호스를 고정한다.

113히터 연결에서 흡기 호스의 가장 낮은 점에
3mm 되는 배출 구멍을 뚫는다.

주의
접지 케이블이 그림과 같이 장착되었는지 점검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지 케이블을 옮겨야 한
다.

체결 토크: 25Nm (18lbf ft)체결 토크: 25Nm (18lbf ft)체결 토크: 25Nm (18lbf ft)체결 토크: 25Nm (18lbf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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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라디오, SID 유닛 그리고 온도조절 장치의 컨
트롤 패널을 계기판에서 잡아꺼낸다. 온도조
절 장치의 컨트롤 패널과 SID에서 커넥터를 빼
낸다.

115센터 콘솔에 파란색 (BU)과 노란색 (YE) 케이
블을 배치시킨 후 끼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116커넥터의 상하부를 조심스럽게 분리한다.

117 -M03:-M03:-M03:-M03: SID 유닛의 커넥터 위치 19에 파란색
(BU)색 그리고 온도조절장치의 제어판 커넥터
위치 3에 노란색 (YE) 케이블을 연결한다. 커
넥터의 양쪽을 붙여 누른다.

M04-:M04-:M04-:M04-: 파란색 (BU)색 케이블에서 케이블 단
자를 제거하고 키트에 있는 케이블 단자를 조
립한다. SID 유닛의 위치 18에 파란색 (BU)색
커넥터에 그리고 온도조절장치의 제어판 커넥
터 위치 3에 노란색 (YE) 케이블을 연결한다.
커넥터의 양쪽을 붙여 누른다.

118커넥터를 연결하고 라디오, SID 유닛 그리고
온도조절 장치의 컨트롤 패널을 장착한다.

119계기판 아래 케이블을 연결하고 유동 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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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LHD:LHD:LHD:LHD: 계기판 아래 방음장치와 스커프 플레이
트를 장착한다.

RHD:RHD:RHD:RHD: 글러브 박스와 스커프 플레이트를 장착
한다.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연료 탱크 위 커버를 장착하고 젖힌 카
페트 부분을 원위치시키며, 뒷좌석 시트 쿠션
을 장착하고 펼친다.

121히터의 냉각수 호스를 케이블 타이로 고정한
다. 호스를 조절하여 끼이거나 손상되지 않도
록 한다.

122엔진실의 퓨즈 박스, 릴레이 보드 그리고 커
버를 장착한다. 퓨즈 박스의 장착부품에 케이
블 타이를 장착한다.

123 M02-:M02-:M02-:M02-: 배터리 상자를 장착한다.

전체:전체:전체:전체: 배터리를 장착한 후 연결한다.

124 V6:V6:V6:V6: 엔진 커버를 장착한다.

125이전에 장착되어 있었던 것과 같이 와셔액 용
기를 장착하고 와셔액 펌프와 레벨 센서를 연
결한다.

126순환펌프 홀더를 위치시키고 너트와 나사를 사
용해 상부 브래킷에 이것을 고정시킨다.

-M01:-M01:-M01:-M01: 히터 뒤 앞바퀴 쪽에 히터의 8핀 커넥
터를 고정한다.

M02-:M02-:M02-:M02-: 펌프의 하부에 히터의 8핀 커넥터를 고
정한다.

주의
시트 쿠션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연결하는 것
을 잊지 않는다.

E980A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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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냉각 장치에서 공기를 빼낸다:

4 실린더 :4 실린더 :4 실린더 :4 실린더 : 엔진을 시동하고 서모스탯이 열릴
때까지 운행한다.

V6:V6:V6:V6: 장치에 MAX 까지 채워 넣고 팽창 탱크 뚜
껑을 닫고, 엔진을 시동한 후 서로 다른 엔진
회전 속도록 라디에이터 팬이 시동될 때까지
워밍업시킨다. 팽창 탱크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MAX 레벨까지 다시 채워 넣는다. 팽창 탱
크 뚜껑을 닫은 후 엔진을 서로 다른 회전속
도록 라디에이터 팬이 다시 세번 더 시동될 때
까지 운행한다.

128엔진을 끄고 식힌다. 냉각수를 점검하고 필요
시 MAX 레벨까지 다시 채워 넣는다.

129 SID 유닛 프로그래밍:

– 진단공구를 연결하고 SID와 통신

– 프로그래밍을 선택한다.

– 주차 히터 가동 그리고 타이머에 의해 기동
을 선택한다.

– 주차 히터 형식 그리고 연료 가동식을 선택
한다.

130먼저 히터를 시작시키고, 그 다음 엔진을 시
동하여 장치에서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켜 놓
는다.

131보닛 밀봉 스트립과 벌크 헤드 칸막이 공간 위
커버를 장착한다.

132윈드스크린 와이퍼를 장착한다.

참고
A/C나 ACC는 OFF 상태이어야 한다.

E980A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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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금속 태브가 손상되고 구부려진 것이 있는지
점검한다.

134윙 라이너를 장착하고 히터 배기 호스가 라이
너에 닿지 않는지 점검한다.

135범퍼 빔에 범퍼를 장착한다.

-M01:-M01:-M01:-M01: 와이퍼 블레이드 스톱과 와이퍼 모터
샤프트가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한다.

136 -M01:-M01:-M01:-M01:범퍼의 금속 보강재를 윙과 윙 라이너
사이에 오게 위치시킨다.

137윙 라이너에 범퍼를 고정하는 6개의 나사 
(양쪽에 3개씩)를 고정한다.

138 -M01:-M01:-M01:-M01: 범퍼 멤버에 범퍼를 고정하는 4개의 나
사와 프런트 윙에 범퍼를 고정하는 너트를 장
착한다.

M02-:M02-:M02-:M02-: 범퍼 멤버에 범퍼를 고정하는 6개의 나
사와 그릴 위에 있는 5개의 클립을 장착한다.

139 M98:M98:M98:M98:안개등 (있으면) 과 온도 센서 커넥터를
(있으면) 장착한다 .

M99-:M99-:M99-:M99-: 범퍼의 와이어링 하니스 커넥터를 연
결하고 배터리 커버를 장착한다.

133138 133 138

138

139

137

137

137 134

134

134

134

E980A364

MY01 MY01

MY02

138 138 138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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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소켓이 있으면 범퍼에 이것을 장착한다.

141에어 실드를 장착한다.

142 -M01:-M01:-M01:-M01: 왼쪽 헤드램프 와이퍼 모터, 헤드
램프, 스페이서 와셔 (있으면), 방향지시등,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와이퍼 암을 장착한다.
플라스틱 가이드가 헤드램프에 올바로 위치한
것을 확인하고 각 헤드램프의 드레인 튜브가
똑바로 아래를 향하고 꼬임이 없어야 한다.

M02-:M02-:M02-:M02-: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양쪽 바깥쪽의
그릴 그리고 헤드램프 세척장치의 커버를 장
착한다.

143헤드램프 세척장치의 기능을 점검한다.

144 M02-:M02-:M02-:M02-: 그림과 같이 스플래쉬 가드에 표시하
고 10mm 구멍을 뚫는다.

145히터 콘솔의 마운팅에 있는 클립 너트 한 개
그리고 스플래쉬 가드에 있는 클립 너트 세 개
를 (표시된 위치) 장착한다.

146브래킷의 장착부품에 나사로스플래쉬 가드를
장착한다 (A= -M01. B= M02-). 범퍼 커버 또
는 스포일러의 하부 플랜지를 조정한다. 구멍
을 뚫을 장소에 표시하고 스플래쉬 가드를 제
거한 후 4mm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147네 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스플래쉬 가드를 
고정한다.

E980A365142

142142

13mm

144

29mm

146,147

146,
147

A B

경고
스플래쉬 가드가 히터의 소음기에 접촉되지 않
도록 한다. 필요 시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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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휠과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 접촉면에 먼지가
묻지 않고 녹이 슬지 않도록 깨끗이 한다.

149허브에 고압의 페이스트 (부품번호 30 06 442)
를 도포한다.

150알루미늄 휠:알루미늄 휠:알루미늄 휠:알루미늄 휠: 나사의 나사산과 나사의 원뿔 모
양의 면에 오일을 도포한다.

151원위치에 휠이 매달려 있게하고 나사를 장착
한 후 휠이 센터링되도록 나사를 손으로 교
로 돌린다.

152나사를 교 로 두번 조인다.

체결토크: 110Nm (81lbf ft).체결토크: 110Nm (81lbf ft).체결토크: 110Nm (81lbf ft).체결토크: 110Nm (81lbf ft).

153차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154필요하면 라디오 코드를 프로그래밍하고 시계
의 날짜와 시간을 맞춘다.

ACC:ACC:ACC:ACC: ACC 장치를 보정한다.

155 142 페이지에 나오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스
타트 그리고 스톱 기능을 테스트한다.

156와셔액을 채운다.

157탱크 뚜껑의 안쪽 중간 부분을 벤젠으로 깨끗
이한다. 키트에 있는 경고 라벨을 꺼내어 라
벨 크기를 맞추어 깨끗이 한 곳에 붙인다.

158자동차에 장착설명서를 비치하고 고객에게 안
전에 한 설명서에 해 정보를 준다. 또한
고객에게 장착 설명서와 취급 설명서에 있는
설명에 해 알려준다.

ACC:ACC:ACC:ACC: ACC 장치를 프로그래밍하여 히터를 연
결할 때 이 기능이 원래 프로그래밍된 것과 비
교하여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을 고객에게 알
려 준다. 취급 설명서에 나오는 ACC에 한 단
원을 고객에게 참조시키고 팬의 속도 증가는
배터리에 부하를 증가시키는 것도 지적해 준
다.

주의
휠과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 접촉면에 그리스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의
휠을 조일 때는 휠이 자유로 돌 수 있도록 매달
려 있어야 한다.

E980A366

149 148 151

주의
이 라벨을 붙일 때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라벨
의 일부 또는 전체를 덮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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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차량에 있는 SID에는 히터를 수동으로 또는 내장된
타이머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있다. 타
이머 기능은 서로 다른 세(3) 개의 개시 시간 (A,
B, C)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준다. 작동 시
간은 60분이다.

히터가 활성화될 때와 작동 시간이 1분 남아 있을
때 SID 텍스트 "HEATER ON"이 나타난다.

SID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가지 (SID 1)에는
네 가지 단추 ( [CLEAR], [▽ ], [△ ], [NIGHT
PANEL]) 그리고 다른 하나 (SID 2)에는 다섯 개의
단추 ([CLEAR], [SET], [● -], [▶ +], [NIGHT
PANEL]) 가 있다.

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
스위치가 OFF 위치):스위치가 OFF 위치):스위치가 OFF 위치):스위치가 OFF 위치):

1 SID 유닛에서 [▽], [△] 또는 [●-], [▶+]
단추 중 하나를 누른다. 디스플레이가 점등된
다.

2 [▽], [△] 또는 [●-], [▶+] 단추를 사용하
여 "MANUAL START"이 나올 때까지 누른다.

3 단추를 놓는다. 2-3초 후 히터가 시작되고 SID
에는 "HEATER ON 60"이 나온다 (남은 작동 시
간이 분으로 계산).

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 정지 (점화 스위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 정지 (점화 스위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 정지 (점화 스위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 정지 (점화 스위
치가 OFF 위치):치가 OFF 위치):치가 OFF 위치):치가 OFF 위치):

히터가 작동되고 "HEATER ON" 텍스트와 남아 있는
작동 시간이 분으로 나타난다.

1 [▽], [△] 또는 [●-], [▶+] 단추를 사용하
여 "HEATER OFF"가 나올 때까지 누른다.

2 단추를 놓는다. 히터가 이제 꺼졌다.

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시작 (점화
스위치가 ON 위치):스위치가 ON 위치):스위치가 ON 위치):스위치가 ON 위치):

1 음향 신호로 명령이 확인될 때까지 [▽], 
[△] 또는 [●-], [▶+] 단추를 동시에 누른
다.

2 단추를 놓는다. 히터가 시작되고 SID 맨 아래
에 "HEATER" 텍스트가 나온다.

엔진이 시동되었을 때 수동 중지 (점화 스위치가 위엔진이 시동되었을 때 수동 중지 (점화 스위치가 위엔진이 시동되었을 때 수동 중지 (점화 스위치가 위엔진이 시동되었을 때 수동 중지 (점화 스위치가 위
치 ON):치 ON):치 ON):치 ON):

SID 맨 아래에 "HEATER" 텍스트가 나온다.

1 음향 신호로 명령이 확인될 때까지 [▽], 
[△] 또는 [●-], [▶+] 단추를 동시에 누른
다.

2 단추를 놓는다. 히터가 꺼졌고 SID 맨 아래에
"HEATER" 텍스트도 꺼졌다.

참고
엔진을 시작할 때 히터가 작동할 때는 이것을
수동으로 끄지 않으면 작동 시간이 끝날 때까
지 작동된다. "엔진을 시작될 때 수동으로 중
지"를 참조한다. 점화 스위치를 OFF위치로 돌
릴 때도 히터가 꺼진다.

SETCLEAR NIGHT PANELCLEAR NIGHT PANEL

E930A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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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시작 설정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시작 설정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시작 설정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시작 설정
(점화 스위치 OFF):(점화 스위치 OFF):(점화 스위치 OFF):(점화 스위치 OFF):

1 SID 유닛에서 [▽], [△] 또는 [●-], [▶+]
단추 중 하나를 누른다. 디스플레이가 점등된
다.

2 [▽], [△] 또는 [●-], [▶+] 단추를 사용하
여 "A --:-- HEAT"가 나타날 때까지 누른다.

3 음향 신호로 명령이 확인될 때까지 [SET] 또
는 [CLEAR] 단추와 [▽]단추를 누른다. 점멸
신호가 나오면 시간을 입력할 수 있다.

4 [▽], [△] 또는 [●-], [▶+] 단추를 눌러 원
하는 시간에 맞춘다.

5 음향 신호로 명령이 확인될 때까지 [SET] 또
는 [CLEAR] 단추와 [▽]단추를 누른다. 원하
는 시간이 메모리에 저장되었다.

여러 작동 시간을 원하면 "B --:-- HEAT" 그리고
"C --:-- HEAT" 을 위해 항목 2-5를 반복한다.

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작동 (점화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작동 (점화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작동 (점화엔진이 시동되지 않았을 때 타이머 제어 작동 (점화
스위치 OFF):스위치 OFF):스위치 OFF):스위치 OFF):

원하는 작동 시간 A, B 또는 C 작동.

1 SID 유닛에서 [▽], [△] 또는 [●-], [▶+]
단추 중 하나를 누른다. 디스플레이가 점등된
다.

2 [▽], [△] 또는 [●-], [▶+] 단추를 사용하
여 "A (시간) HEAT", "B (시간) HEAT"또는 
"C (시간) HEAT"가 나올 때까지 누른다.

3 2-3초 후 "START"가 나타나고 선택한 시작 시
간이 나타난 후 정보 텍스트가 사라진다.

시작 시간 (A, B 또는 C) 선택을 바꾸거나 단계 
1과 2를 반복하여 " HEATER OFF"를 선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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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회로도 (-M01)전기 회로도 (-M01)전기 회로도 (-M01)전기 회로도 (-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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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회로도 (M02-)전기 회로도 (M02-)전기 회로도 (M02-)전기 회로도 (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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