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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ab 9-5 5D
인출식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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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 레일
2 왼쪽 레일
3 앞쪽 바닥
4 뒷쪽 바닥
5 로킹 및 롤링 메커니즘
6 나사 (12 개)
7 너트 (12 개)
8 오른쪽 매트
9 왼쪽 매트
10 플라스틱 너트 (4 개)
11 보호 테이프
12 스트래치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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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양쪽 뒷좌석을 모두 접어 내리고 트렁크 바닥
의 앞부분을 들어 올린다.
2 장식 커버를 들어낸다.
3 트렁크 바닥 및 예비 타이어 위 매트를 들어
낸다.
4 하물 고정 레일 아래 매트를 탈착한다.
5 바닥에 있는 보관 박스와 스커프 플레이트를
제거한다.
6 하물 고정 레일에서 커버를 제거하고 레일을
탈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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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옆 매트를 이미 있는 나사에 키트 내 플라
스틱 너트를 사용하여 장착한다.
8 화물 고정 레일에 있는 나사와 너트를 사용하
여 키트 내 레일을 장착하고 (너트는 키트의
레일 쪽에 장착한다) 화물 고정 레일을 원위
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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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비 타이어 위의 매트를 그림과 같이 수정한
다.
A = 새로운 접는 선, 매트의 하부에 그린다.
B = 표시한 부분을 잘라낸다.
라인 C와 D를 자른다. 매트를 장착한 후 이
부분을 접어 레일 아래에 오게 한다.
그 다음 매트를 차량 안에 놓고 세 개의 클립
과 두 개의 너트를 장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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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림과 같이 하물 고정 레일에 있는 로킹 래
치 및 롤러를 장착한다. 두 개의 나사와 로
킹 너트를 사용한다. 롤더와 훅 사이 오일을
약간 떨어 뜨리고 여분이 넘치면 닦아낸다.
11 레일에 새 화물 적재용 바닥을 끼워 넣고 앞쪽
으로 밀어 넣는다. 화물 적재용 바닥이 앞쪽
으로 밀어 넣어진 위치에서 레일에 롤러와 측
면 벽 사이를 점검한다. 사이의 거리가 1.52.0mm이어야 한다. 필요 시 조절한다.
로킹 훅 (10)이 로킹 핀을 완전히 고정하는 것
을 확인한다. 필요 시 로킹 훅의 높이를 조절
한다.
12 바닥을 뒤쪽 가장자리로 밀어 넣어 고리에 건
후 레일 아래 서포트를 위치시키고 빼내는 것
을 스톱하기 위해 스트래치 핀을 박는다.
13 와이어링 하니스를 고정하여 화물 적재용 보
조 바닥이 구를 때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4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의 앞부분을 장착하고 레
일에 있는 개구부에 클립을 눌러 고정시킨다.
15 스커프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그림과 같이 보
호 테이프를 고정한다.
16 바닥에 보관 박스를 장착하고 화물 고정 레일
에 커버를 눌러 고정시킨다.
17 양쪽 뒷좌석의 등받이를 펼친다.
18 로킹장치를 포함하여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의
기능을 점검한다. 안전 지침 및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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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경고
인체 손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음을 준수한다:

·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을 꺼냈을 때는 어린이
만 남겨 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은 사람을 수송하는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을 넣을 때 그리고 빼
낼 때는 사이에 끼일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
히 주의하도록 한다.

·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을 꺼낸 상태로 차량을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

화물 적재용 바닥을 꺼냈 때는 항상 스톱 위
치까지 잡아 당긴다.

·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은 수정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 인출식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은 빼냈을 때 최
대 200kg 적재할 수 있다.
화물을 운송할 때는 화물을 화물 고정 고리로 고
정해야 한다. 화물 고정 벨트를 액세서리로 제공
된다.
화물 고정 벨트가 날카로운 모서리 같은 것에 손
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화물 적재용 보조바닥을 밀어 넣고 화물을 운송하
지 않을 때에, 항상 아래로 내린 상태이어야 한다.
취급 설명서
1 화물 적재용 보조 바닥을 들어 올리고, 보조
바퀴를 펼친 후 바퀴에 보조 바닥을 위치시킨
다.
2 손잡이를 잡고 화물 적재용 바닥을 스톱 위치
까지 최대한 밖으로 꺼낸다.
3 화물이 손잡이를 제어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보조 바닥에 화물을 싣는다.
4 손잡이를 들어 올리고 잠기는 위치까지 최대
한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 보조 바닥이 잠긴
것을 검사한다.
5 화물 고정 벨트로 화물을 고정한다.
사용 후 보조 바닥을 들어 올리고 보조 바퀴를 접
는다. 그 다음 보조 바닥을 접어내린다. 보조 바
닥이 하부 위치에 잠겼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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