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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3 CV M04-

1 백

2 풍향 편향기

장착, 3 페이지 참조

탈착, 5 페이지 참조

세척, 6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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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1 뒷좌석의 머리받침대를 맨 위 위치로 빼낸다.

2 앞좌석의 등받이를 앞으로 젖힌 후 맨 앞 위
치로 민다.

3 보관백에서 풍향 편향기를 꺼낸다.

4 풍향 편향기의 상하부 암을 젖혀낸다.

5 핀을 스프링쪽으로 누르고 프레임의 상하부를
조립한다.

6 핀을 조심스럽게 릴리즈시켜 구멍에 들어가게
한다. 프레임 부분이 서로 지지되는지 확인한
다.

주의
상하부 암은 각 방향으로 젖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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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개의 스테이를 잡아당겨 펼친 후 돌린다. 스
테이가 잠김 위치에서 빠지도록 돌릴 때 엄지
손으로 볼트를 지지한다. 

8 측면 트림의 구멍에 펼친 스테이를 맞춰넣고
뒷좌석의 등받이에 풍향 편향기의 뒤쪽 홀더
에 밀어 넣는다.

9 다른 스테이를 첫번째 스테이와 동일한 방식
으로 당겨, 회전시켜 빼내 측면 트림의 구멍
에 맞춰 넣는다.

10 스테이가 측면 트림에 완전히 고정되고 잠금
위치에 왔는지 검사한다.

11 측면 트림의 풍향 편향기 앞 고정점에 사이가
벌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필요시 스테이
의 끝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조정
한다.

12 양쪽의 뒷좌석 머리받침대를 맨 아래 위치로
눌러 내린다.

13 상부 프레임을 벌려 끝 위치에 후크가 채워지
도록 한다. 앞좌석을 원위치시킨다.

주의
풍향 편향기를 사용할 때는 머리받침대를 아래
로 내려야 한다. 왜냐하면 머리받침대가 윈드 디
플렉터의 뒤쪽 마운팅을 고정하기 때문이다.

주의
앞좌석의 등받이가 풍향 편향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앞좌석의 등받이를 뒤쪽으로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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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1 풍향 편향기의 상부 암을 젖혀 내린다.

2 뒷좌석의 머리받침대를 맨 위 위치로 빼낸다.

3 한쪽의 풍향 편향기 스테이를 당겨 젖혀내려
돌린다. 볼트를 엄지로 잡으면서 스테이가 잠
김 위치에서 빠지도록 돌린다.

4 뒷좌석의 머리받침대에서 풍향 편향기를 앞쪽
으로 당겨 다른 스테이를 빼낸 후 차에서 풍
향 편향기를 들어낸다.

5 첫번째 스테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스테이
를 접어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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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핀을 스프링 쪽으로 누르고 풍향 편향기의 상
하부 암을 서로 분리한다.

7 풍향 편향기의 하부 및 상부 암을 접는다.

8 풍향 편향기를 보관 백에 넣는다.

세척

면 걸레와 비눗물을 사용한다.  미싱구멍이 뚤린
플라스틱 막 쪽으로 조심스럽게 민다.

주의
풍향 편향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백에 넣
어 보관한다. 

주의
벤젠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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