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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프 박스
2 U자 모양의 핀 (4개)
3 플레이트 (4개)
4 핸드휠(8개)
5 버클이 있는 스트랩 (2개)
버클이 없는 스트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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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도움말

·

차량의 높이가 달라졌으므로 , 차고나 출입문
또는 낮게 드리워진 나무가지 아래를 지날 때
에는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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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행 전에 모든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한다. 단거리 운행 후 운행을 중지하고 모
든 고정이 완전한 것을 점검한다.
운행 중 가끔 정지하여 모든 고정장치와 내용
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점검한다.

경고
루프 박스를 사용하기 전에 설치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는다. 수록된 지시에 따라 루프 박스를
조심하여 장착하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차
내에 비치한다.
루프 하물 중량과 모양이 차량의 무게중심과 공
기 역학적인 면을 바꾸게 하는 것을 고려하여 운
행 속도를 이에 맞춘다.

·

장착을 마쳤으면, 설치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
한 뒤에 루프 박스를 사용한다.

·

·

루프 박스는 올바로 장착할 경우 안전 운행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다. 제품을 개조해서는 안
된다.

관리 설명

·

최대 허용 루프 중량은 하물 홀더의 중량 5kg
와 루프 박스 29kg를 포함하여 100kg이다. 차
량의 설명서를 참조한다.

·

하중이 루프 박스 내부에 골고루 분산되어야 한
다. 무거운 물건은 루프 박스의 중심에 놓는다.

·

루프 박스를 장착하고 운행할 때에는 차량의 운
전 특성(측면에서 부는 바람이 거셀 때, 코너
링 또는 제동 시)이 변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이는 루프 박스가 적재 상태일 때 특히 중요하
다.

·
·

·

루프 박스를 청소하고 잘 관리해야 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먼지와 소금기를 반드시 제거한다.

·

루프 박스는 사용후에는 광택을 유지하도록 일
반 차량 샴프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
항상 세척한 후 차량 또는 선박 왁스를 칠한다.

·

루프 박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려면 아래쪽
마운팅에서 기체 스프링을 탈착한다.

·

루프 박스는 항상 평평한 표면 또는 박스 리프
트에 보관한다.

루프 박스의 과적은 금물이다.
안전상의 이유 및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
해, 루프 박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탈착해
둔다.

·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하기 전에 루프 박스를 탈
착한다.

·

Saab Automobile AB는 루프 랙 또는 루프 박스
를 올바로 장착하지 않아 발생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Saab 판매소에 접
촉한다.

·

차량에 본 장착 설명서가 비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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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박스 장착전 준비사항
1 작업대 같은 곳에 루프 박스를 놓는다.
2 루프 박스를 연다.
기체 서스펜션을 장착하지 않았으면 해당 마
운팅의 볼에 눌러 고정해야 한다.
3 U자 모양 핀의 나사산 핀 중 하나에 케이블 타
이를 장착한다. U자 모양 핀에 플레이트를 밀
링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구멍 있는 쪽의 가장
자리가 루프 박스의 중앙에 오도록 한다. 핸
드휠을 장착한다.
4 루프 박스의 홈에 U자 모양 핀을 맞춘다. 버
클이 있는 쪽이 하물을 싣는 쪽에 오도록 한
다.
5 각 하물 홀더에서 한쪽의 푸트를 탈착하고 하
물 홀더의 사각형의 봉을 루프 박스의 구멍과
U자형 핀을 통해 넣는다.
6 각 하물 홀더의 푸트를 장착한다.
7 루프 박스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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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박스 장착

루프 박스 탈착

1 루프 박스와 하물 홀더를 차량에 장착한다. 루
프 박스를 하물 홀더의 중앙에 오고 차량의 루
프와 평행이 되도록 조정한다.

주의
5D: 트렁크 뚜껑을 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루프 박스를 위치시킨다. 루프 박스를 루프 안
테나 앞에 위치시킨다.

차에서 하물 홀더와 루프 박스를 탈착하고 루프
박스를 들어낸다.
루프 박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려면 스크루드
라이버로 클립을 풀고 볼에서 들어내어 기체 스프
링의 아래쪽 마운팅을 탈착한다. 루프 박스는 항
상 평평한 표면 또는 박스 리프트에 보관한다.

5D: 하물 홀더를 고정한다.
2 루프 박스를 연다.
기체 서스펜션을 장착하지 않았으면 해당 마
운팅의 볼에 눌러 고정해야 한다.
3 핸드휠로 U자형 핀을 조이고 루프 박스가 고
정된 것을 확인한다. 필요시 U자형 핀을 한번
더 조인다.

주의
U자형 핀을 조일 때 연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루프 박스를 닫고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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