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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5 4D
태양열 가림 커텐 , 리어 윈도
Accessories Part No.

Group

Date

Instruction Part No.

400 130 761
400 130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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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열 가림 커텐
2 클립 (2개) -M01
3 클립 (2개) M024 와셔와 함께 6각 너트 (2개)
5 스페이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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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이서의 양쪽 끝에 양면 접착 테이프를 붙
인다.
2 뒷좌석 등받이를 접고 세 개의 보호캡을 탈착
한다.
3 소하물 선반과 스피커 그릴의 앞 가장자리를
고정하는 클립 (5개)를 탈착한다.
공구 84 71 179를 사용한다.
4 목받침대와 스피커 그릴을 탈착한다.
5 중간에 있는 안전벨트를 소하물 선반의 홈을
따라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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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하물 선반의 앞모서리를 들어 올리고, 테이
프에서 보호종이를 뗀 후 그림과 같이 좌우측
주름 사이에 스페이서를 장착한다.
7 소하물 선반을 맞춰 넣고 소하물 선반의 홈에
중간에 있는 안전벨트를 넣는다.
8 스피커 그릴을 장착하고 스피커 그릴과 소하
물 선반을 고정하는 5 개의 클립을 장착한다.
9 머리받침대와 보호캡을 장착한다.
뒷좌석을 젖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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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mm
14

E980A293

10 트렁크 도어를 열고 소하물 선반 아래 차체에
있는 구멍을 찾는다.
11 소하물 선반의 하부에서 구멍을 뚫을 표시가
된 곳을 (들어간 부분) 찾는다 (섀시 플레이
트와 소하물 선반 사이 약 50mm).
12 6.5mm 드릴로 표시에 구멍을 뚫는다. 태양 가
림 커텐이 꼭 맞게 장착되도록 마크에 따라 구
멍을 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링할 때 소
하물 선반에 떨어진 먼지를 제거한다.
13 소하물 선반에 태양 가림 커텐을 원위치시켜
구멍에 꼭 맞도록 한다.
14 소하물 선반의 하부에서 너트를 장착한다. 너
트를 체결한다.
체결토크: 8 Nm (6 lbf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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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1

M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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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루프 모서리를 고정하는 클립을
돌려 탈착한다.

90도 각도로

16 장착 키트에 들어있는 새 클립을 장착한다.

주의
M01까지의 차량에는 일종의 동일한 클립이 사용
되었고 M02까지의 차량에는 다른 종류의 동일한
클립이 사용되었다.
클립의 개구부가 위쪽을 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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