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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레임 부분 (2개) (전면과 후면)
2 프레임 부분 (2개) (측면)
3 봉 (9개)
4 정류판
5 모서리 쇠 (4개)
6 나사 (8개)
7 코너, 상단 (4개)
8 코너, 하단 (4개)
9 나사 (8개)
10 육각머리 나사 (8개)
11 사각 너트 (8개)
12 브래킷 (4개) (정방형 위에 장착용)
13 T 트랙 볼트 (4개) (T 트랙 장착용)
14 와셔 (4개) (T 트랙 장착용)
15 와셔 (4개) (T 트랙 장착용)
16 너트 (4개) (T 트랙 장착용)
17 브래킷 (4개) (정방형 위에 장착용)
18 노브 나사 (4개) (정방형 위에 장착용)
19 알렌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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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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
운 화물은 늘어나는 밴드 또는 줄을 사용해서
묶어서는 안된다.

·

무게 중심을 최저로 낮추기 위해서는 적재 하
중이 캐리어에서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한다 .
작지만 매우 무거운 화물은 운송 중에 캐리어
의 중앙에 두지 말고 한쪽에 두도록 한다.

·

교통 안전을 위하여 화물이 차량 측면에 돌출
해서는 안 된다.

·

긴 화물은 차량의 범퍼에 또는 앞뒤의 견인 고
리에 고정한다. 차량의 뒤쪽으로 화물이 1m 이
상 나가거나 또는 차량의 앞쪽으로 조금이라도
화물이 나가면 화물에 경고 헝겊과 같은 것으
로 꼭 표시해야 한다.

·

운행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고정장치가 잘 고
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화물이 잘 묶여져 있
는지도 검사한다. 단거리 운행 후에 차를 세우
고 모든 고정장치가 그대로 잘 고정되어 있는
지 다시 검사한다.

·

캐리어는 절대로 개조하지 않도록 한다.

경고
하물적재용 바스킷을 사용하기 전에 설치설명서
를 모두 읽어야 한다. 하물적재용 바스킷은 이
설명서에 따라 장착해야 하며, 설명서는 차 안
에 보관한다.
루프 하물 중량과 모양이 차량의 무게중심과 공
기 역학적인 면을 바꾸게 하는 것을 고려하여 운
행 속도를 이에 맞춘다.

·

설치설명서를 이해하기 전에는 하물적재용 바
스킷을 장착하거나 사용하면 안된다.

·

하물적재용 바스킷은 올바로 장착하기만 하면
안전 운송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품
을 개조하면 안된다.

·

루프의 최대 허용 중량은 캐리어 무게 3.9 kg
(스틸) 또는 4.7 kg(알루미늄)에 하물적재용
바스킷 무게 5.5 kg을 포함하여 총 100 kg 이
다. 자동차 취급설명서를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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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운행 그리고 공기 저항 감소를 위해 화물
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떼어 놓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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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본 장착 설명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Saab 9-3, Saab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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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
1 캐치를 누르고 봉을 끼워서, 측면 프레임과 봉
을 함께 장착한다.

주의
양 측면부가 같은 방식으로 장착되었는지 점검
한다.
2 풍향 편향기를 프레임 전면에 있는 트랙에 끼
운다.

Saab 9-3, Saab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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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A
3 모서리 쇠와 나사로 각 프레임 부분을 맞춘다.
두 개의 헐거운 프레임(전면, 후면)과 모서리
쇠를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체결토크: 4Nm (3lbf ft).
4 육각 머리 나사와 정방형 너트를 사용하여
T 트랙 (A) 또는 정방형 (B)을 캐리어에 장착
하기 위한 마운팅을 장착한다. 사각 너트를 하
물적재용 바스킷 홈에 밀어 넣는다.
5 코너에 장착한다.

Saab 9-3, Saab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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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트랙 장착용
첫 번째 장착 전에 준비사항
T 트랙나사를 플라스틱으로 씌어진 대형 와셔와
함께 해당 T 트랙 장착 브래킷에 장착하고 T 트
랙 브래킷의 반대쪽에 소형 와셔와 너트를 위치시
킨다.
장착
1 루프 캐리어의 엔드 플러그를 당겨 빼고 중앙
부를 구부린다.
2 하물적재용 바스킷 브래킷의 나사를 풀고, 캐
리어 트랙에 하물적재용 바스킷을 끼워 민다.

주의
풍향 편향기는 전면을 향해야 한다.
3 차량의 세로방향에서 하물적재용 바스킷의 위
치를 조정하여 마운팅과 하물적재용 바스킷 코
너 사이는 전후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하도록 한
다. 마운팅 나사를 체결한다.
체결 토크 6Nm (4.5lbf ft)
4 하물적재용 바스킷이 루프의 중심에 왔으면 너
트를 조인다.
체결토크: 6Nm (4.5lbf ft)
5 루프 캐리어 엔드 플러그의 중앙부를 들어 올
리고 엔드 플러그를 삽입한다.
6 화물을 고정시킨다.
차량에 본 장착 설명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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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형 위에 장착
1 하물적재용 바스킷 브래킷의 나사를 푼다.
2 하물적재용 바스킷을 캐리어 위에 장착한다.

주의
풍향 편향기는 전면을 향해야 한다.
3 차량의 세로방향에서 하물적재용 바스킷의 위
치를 조정하여 마운팅과 하물적재용 바스킷 코
너 사이는 전후로부터의 거리가 동일하도록 한
다. 마운팅 나사를 체결한다.
체결 토크 6Nm (4.5lbf ft)
4 하물적재용 바스킷이 루프의 중심에 왔으면 노
브 나사를 조인다.
5 화물을 고정시킨다.
차량에 본 장착 설명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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