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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5 5D
루프 레일용 화물 홀더
Accessories Par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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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대 어셈블리 2개
2 보호 커버 4개
3 키가 있는 로킹장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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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도움말

·

화물을 잘 고정하여 풀리거나 손상을 입히지 않
도록 한다. 잘 묶어 일정 방향으로 화물이 쏠
리지 않게 한다. 화물을 잘 묶어 싣는 것은 운
전자가 책임져야 한다.

·

완전하게 잠기는 텐셔너가 있는 벨트와 같은 완
전한 묶는 도구를 사용한다. 스키보다 더 무
거운 화물은 늘어나는 밴드 또는 줄을 사용해
서 묶어서는 안된다.

·

화물 홀더의 양쪽에 무게가 골고루 분포되어 무
게중심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하고, 무게중심이
또한 될 수 있는대로 아래로 오게한다. 소형
의 무거운 화물을 운송할 때는 화물 고정대의
중앙에 놓지 않고 한쪽에 위치시킨다.

·

교통 안전을 위하여 화물이 차량 측면에 돌출
해서는 안 된다.

·

긴 화물은 차량의 범퍼에 또는 앞뒤의 견인 고
리에 고정한다. 차량의 뒤쪽으로 화물이 1m
이상 나가거나 또는 차량의 앞쪽으로 조금이라
도 화물이 나가면 화물에 경고 헝겊과 같은 것
으로 꼭 표시해야 한다.

·

운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고정장치가 잘
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화물이 잘 묶여져
는지도 검사한다. 단거리 운행 후에 차를
우고 모든 고정장치가 그대로 잘 고정되어
는지 다시 검사한다.

고
있
세
있

·

차량 생산회사의 전문 잡지에 나온 테스트
록을 보면 부피가 큰 화물을 운송할 때 (예,
핑 판, 스키/운송 박스)는 공기 저항이 크게
가되어 차량의 루프가 더욱 큰 저항을 받게
다. 윈드서핑판의 운반 시에는 판의 앞쪽이
진 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위아래를 뒤집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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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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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화물 홀더를 사용하기 이전에 설명서를 숙독한
다. 차량에 비치된 본 설명에 따라 화물 홀더
를 장착한다.
루프 하물 중량과 모양이 차량의 무게중심과 공
기 역학적인 면을 바꾸게 하는 것을 고려하여 운
행 속도를 이에 맞춘다.

·

장착 설명서를 이해할 때까지 화물 홀더를 장
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최대 허용 화물은 100kg이고 (화물 홀더 무게
5kg 포함), 차량에 대한 취급 설명서를 참조한
다.

·

화물 홀더에 화물을 싣고 운전을 할 때는 차량
의 운행 특성이 변화된 것에 유의한다 (특히
옆쪽에서 불어오는 센 바람, 굴곡진 도로 또는
제동 시).

·

앞뒤 화물 홀더 사이 거리는 적어도 700mm이어
야 한다.

·

안전상 그리고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 화
물 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탈착해야 한다.

·

자동세척을 하기 전에 화물 홀더를 탈착해 놓
아야 한다.

·

Saab Automobile AB는 잘못 장착된 화물 홀더
또는 액세서리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
는다.

·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Saab 판매소에 접
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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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물 홀더를 손으로 조인다.

1 루프 레일을 청소한다.
2 화물 고정대의 앞뒤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므
로 이것을 유의한다.
3 루프 레일에 화물 고정대를 위치시킨다. 고
정대는 레일의 가운데 도막의 양쪽에 위치시
킨다. 레일의 앞뒤 연결 또는 아래로 내려간
부분에 고정시켜서는 안된다.

경고
화물 홀더를 조였을 때 마운팅이 루프 레일의 바
깥쪽에 바싹 접촉되도록 엄지손가락으로 누른
다.
홀더를 고정한 후 돌림 손잡이가 수직이 되어
야 한다.

경고
화물대 사이의 거리는 적어도 700mm 이상 되어
야 한다.

7 화물 홀더가 고정된 것을 점검한다.

화물 홀더에 루프 박스를 붙일 경우 화물대의
위치를 조절하여 차량의 트렁크 도어가 루프
박스에 닿지 않도록 한다.
4 마운팅이 루프 레일의 바깥쪽에 바싹 접촉되
도록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경고
루프 레일이 고무 인서트의 중앙에 오도록 하고
루프 레일에 올바로 오도록 한다. 루프 레일의
안쪽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인서트를 약간 잡아
내린다.
5 화물 레일을 센터링하여 양쪽에 동일하게 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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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로킹 실린더의 로킹 픞레이트 (A)가 두 개의
핀 사이 홈에 오도록 하여 커버에 로킹장치를
장착한 후 클릭 소리가 들릴 때까지 로킹 실
린더를 누른다.
9 화물 고정대의 고정장치에 커버를 걸쳐 놓는
다.

주의
키가 차의 페인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한
다.
10 키를 수평 위치로 돌려 커버를 위로 젖히고 잠
근다.
11 새 키를 주문할 수 있도록 키의 번호를 적어
놓는다.
12 설치 설명서를 차량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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