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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프 캐리어(2개)

2 플라스틱 커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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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중요 사항중요 사항중요 사항

� 설치설명서를 이해하기 전에는 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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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를 항상 점검하
도록 한다.

� 캐리어 무게 (5.5kg)을 포함하여 최대허용 루
프 하물 중량은 100kg이다. 취급설명서를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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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프 캐리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 안
전 및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탈착하도록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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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Saab 판매처에 연
락하도록 한다.

� 본 설치설명서는 차량 안에 비치하도록 한다.

도움말도움말도움말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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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텐셔너가 있는 스
트랩 등과 같은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
다. 스키 한쌍보다 더 무거운 화물의 경우에는
신축성이 있는 밴드나 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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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화물이 차량 측면에 뻗쳐나
오지 않도록 한다.

� 긴 화물은 차량 앞뒤의 범퍼 또는 견인 고리에
고정하도록 한다. 화물이 차량의 뒤쪽으로 1m
이상 돌출되거나 차량의 전면을 초과하여 돌출
되는 경우에는 경고 깃발 등으로 정확히 표시
해야 한다.

� 주행하기 전에 모든 부착 장치가 잘 고정되었
는지와 화물이 제대로 묶였는지를 점검한다.
단거리를 주행한 후에 정지하고 화물의 고정 상
태를 점검한다. 

� 자동차 업계 및 정기 간행물의 시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화물(예를 들면, 서핑 보드/세일
보드, 루프 박스 등)의 운송시에 공기 저항이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에 차량의 지붕에 추가적
인 압력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서핑 보
드는 선단이 앞을 향하고 바닥이 위를 향하도
록 위치시켜야 한다.

경고
루프 캐리어를 사용하기 전에 설치설명서를 숙
독하도록 한다. 루프 캐리어를 장착할 때에는 설
치설명서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에 참
조할 수 있도록 설치설명서를 차량 안에 비치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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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식 보조다리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워 
(체결 손잡이가 있는 쪽) 화물 홀더를 장착할
때 차량의 페인트 칠을 보호한다.

2 차량의 모든 도어를 연다.

고무 스트립을 젖혀놓고 루프 측면에 있는 고
정 구멍을 찾는다.

E980A189

31



400 105 813 5

Saab 9-5

3 차량의 왼쪽에서 장착하기 시작한다. 화물 홀
더를 고정된 보조다리가 작업자 쪽으로 오게
하여 루프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루프에서 보
조다리를 들어 페인트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고무 스트립을 젖혀 고정된 서포트의 핀을 고
정 구멍에 밀어 넣는다.

고무 스트립이 화물 홀더의 플라스틱 커버 내
에 오도록 한다.

4 보조 다리가 제자리에 있도록 왼쪽 도어를 조
심스럽게 닫는다.

5 차량의 오른쪽으로 가서 조절식 보조 다리로
부터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한다.

고무 스트립을 젖히고 보조다리의 핀을 고정
구멍에 넣는다. 도어를 조심스럽게 닫는다.

6 화물 홀더의 바깥쪽에 있는 체결 손잡이를 시
계 방향으로 돌려 화물 홀더를 조인다. 손으
로 조이고 고정 구멍의 가장자리에 보조다리
가 접촉될 때까지만 조인다.

7 탈착은 역순으로 한다.

8 설치 설명서를 차량에 보관한다.

9 화물 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량에서 탈
착해 놓는다.

주의
화물 홀더에는 루프에 보조 다리가 위치할 장소
를 나타내는 그림이 표시되어 있다. 보조 다리
는 오른쪽에서 조인다.

E980A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