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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리어 (4개) 

2 T형 홈 볼트 (4개) 

3 휠 너트 (4개)

4 스트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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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 설치설명서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캐리어를
장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제대로 장착된 경우, 캐리어는 운송시에 안전
하도록 제작되었다. 제품은 절대로 개조하지 않제품은 절대로 개조하지 않제품은 절대로 개조하지 않제품은 절대로 개조하지 않
도록 한다.도록 한다.도록 한다.도록 한다.

� 최대 허용 루프 하물중량 (캐리어 포함): 차량
의 취급설명서 및 해당 캐리어에 대한 정보를
참조한다.

카누/카약 홀더 중량 2.5kg 

� 캐리어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주행할 경우에
는 차량의 운행 특성(측면의 강풍이나 코너링,
제동시)이 변하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 캐리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전 및 공
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탈착하도록 한다.

� 차량을 자동 세차하기 이전에 루프 캐리어를 탈
착하도록 한다.

� Saab Automobile AB는 잘못 장착된 루프 캐리
어나 액세서리로 인한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
지 않는다.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Saab 판매처에 연
락하도록 한다.

� 본 설치설명서는 차량 안에 비치하도록 한다.

도움말도움말도움말도움말

� 캐리어는 절대로 개조하지 않도록 한다.

� 화물을 잘 고정하여 풀리거나 손상을 야기하지
않도록 한다. 화물을 잘 묶어서 어느 방향으로
도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화물을 제대로 고정
하는 것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 적재 하중이 캐리어에서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한다.

� 긴 화물은 차량 앞뒤의 범퍼 또는 견인 고리에
고정하도록 한다 . 화물이 차량의 뒤쪽으로
1m(3.3ft) 초과하여 돌출되거나 차량의 전면을
초과하여 돌출되는 경우에는 경고 깃발 등으로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 캐리어는 카누/카약의 운송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주행 전에 모든 패스너가 고정되었는지를 확인
한다. 단거리 주행 후에 차를 세우고 모든 패
스너를 점검한다. 

� 캐리어에 오물 및 소금이 묻지 않도록 하고 주
기적인 정비를 실시하도록 한다.

경고
카누/카약 홀더를 사용하기 전에 설치설명서를
숙독하도록 한다. 카누/카약 홀더를 장착할 때
에는 장착 설명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
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장착 설명서를 차량 안
에 비치하도록 한다.

지붕에 적재되는 화물의 중량 및 형상에 따라 무
게 중심과 공기 역학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를 고
려하여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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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프 캐리어 엔드 플러그를 빼고 중앙부를 밑
으로 구부린다.

2 T형 홈 볼트 및 휠 너트를 사용하여 캐리어를
장착한다.

3 카누 /카약 홀더를 루프 캐리어 홈에 삽입한
다. 카누/카약 홀더가 제대로 위치된 경우에
휠 너트를 조인다.

4 루프 캐리어 엔드 플러그의 중앙부를 들어 올
리고 엔드 플러그를 삽입한다.

5 스트랩으로 카누/카약을 고정시킨다.

6 손잡이를 누르고 홀더의 외측 부분을 위/아래
로 움직여서 캐리어의 각도를 조정한다.

본 설치설명서는 차량 안에 비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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