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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CATALOG

COMPANY

회사 소개

안녕하세요 !
국내 최고의 캐리어 전문 생산업체 유일기업입니다. 1993년 설립이래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와 신제품 개발,
철저한 안전보장과 확실한 A/S를 모델로 하여 고객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축척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흐름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고객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R코드
차종별 제품찾기

장착 동영상 및 설명서

차종별 제원표

장착사진 갤러리

BASE BAR SYSTEM

기본바 시스템
기존 기본바 대비 소음 대폭감소
공기저항 개선

윈드블레이드바(WB)

에어로바
디자인특허 제 30-0761327호
제 30-0775232호

기본바 길이 : 1090mm, 1190mm, 1270mm, 1350mm, 1480mm
색
상 : 블랙, 실버

WIND BLADE

윈드블레이드

바람저항 및 풍절음을 감소시키는
공기 역학적 에어로 다이나믹스 기본바

루프랙이 없는 승용,RV/차량

Yi-195WB

루프랙이 있는 승용,RV/차량

Yi-125WB

Yi-127WB

Yi-122WB

플러쉬레일 타입

Yi-185WB

Yi-180WB

Yi-188 ARC

리벳 고정용

Yi-170WB

빗물받이 차량

Yi-130WB

Yi-195 ARC

Yi-190WB

Yi-190 ARC

렉스턴스포츠 전용 가로바 Yi-178WB

BASE BAR SYSTEM

기본바 시스템

Yi-195 ARC 일반용 기본바 아크 타입
승용차, 루프랙 없는 RV차량용
잠금장치 포함

아크 타입 가로바

기본 타입 가로바

윈드블레이드바를
고정하는 상단 프레임

메인 프레임

차종별 문틀모양에 맞는
고무 고팅된 강철키트

Yi-195WB 일반용 기본바
승용차, 루프랙 없는 RV차량용
잠금장치 포함

세밀해진 맞춤패드

키트 고정 브라켓

Yi-190 ARC 일반용 아크 기본바
승용차, 루프랙 없는 RV차량용
잠금장치 포함

Yi-190WB 일반용 기본바 시스템
승용차, 루프랙 없는 RV차량용
잠금장치 포함
특허등록 : 제10-1676596
디자인등록 : 제30-0882600

더욱 더 세밀해진 맞춤패드

Yi-110WB 일반용 기본바 시스템
승용차, 루프랙 없는 RV차량용
잠금장치 포함

차종별 문틀모양에 맞는
고무 코팅된 강철키트

키트가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키트홀더

전체를 덮어주는 키커버

BASE BAR SYSTEM

기본바 시스템

Yi-185WB 플레쉬레일용 신형 가로바

특허등록 : 제10-2303468호
디자인등록 : 제30-2021-0047955호
플러쉬 레일 차량용 기본바 시스템
검정, 은색
잠금장치 포함

도금된 강철 프레임 내장

풀프레임 구조

Yi-188 ARC 플레쉬레일용 아크바
플러쉬 레일 차량용 기본바 시스템
검정, 은색
잠금장치 포함

Yi-180WB 플레쉬레일용 기본바
특허등록 : 제10-1479869호
디자인등록 : 제30-0768071호

플러쉬 레일 차량용 기본바 시스템
검정, 은색
잠금장치 포함

레일 바깥쪽을 잡아주는

차량별 맞춤형 키트

레일 안쪽을 잡아주는

차량별 맞춤형 키트

레일 상단의 굴곡에 맞는

맞춤형 패드

Yi-127WB 풀프레임 기본바 시스템
루프랙 있는 차량용
검정, 은색
잠금장치 포함
적용가능 루프랙 지름 : 25mm~ 45mm

벌집 구조의 엔지니링 플라스틱 바디

도금 된 강철 프레임 내장

공구없이 손으로 돌려 쉽게 고정

Yi-125WB 밴드루프 기본바 시스템

루프랙이 있는 차량용(다양한 굵기의 루프랙, 파노라마썬루프 차량에 용이)
검정, 은색
잠금장치 포함
적용가능 루프랙 지름 : 20mm~ 68mm

도금 된 강철 프레임 내장

루프랙을 미끌림 없이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밴드
※스테인리스판 내장

Yi-122WB 루프랙용 기본바 시스템
루프랙 있는 차량용
검정, 은색
잠금장치 포함
적용가능 루프랙 지름 : 25mm~ 45mm

공구없이 손으로 돌려 쉽게 고정

BASE BAR SYSTEM

기본바 시스템

Yi-130WB 빗물받이 기본바 시스템
겔로퍼, 뉴코란도 레토나 등 빗물받이 차량용
검정, 은색
잠금장치 별매

핸들키(별매)

115

140

190

215

225

275

Yi -170WB 리벳고정용 기본바 시스템
루프랙 없는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용
검정, 은색
잠금장치 포함
적용차종 : 스타렉스, 그랜드스타렉스, 스타리아
※차종에 따라 부속이 다릅니다.

Yi-170WB + 701 8대

Yi-170WB + MS-430

SKI&SNOWBOARD CARRIER

스키&보드캐리어

Yi-065 스키&스노보드캐리어
스키 4대 장착
스노보드 4대 장착
스키2대+스노보드2대 장착
잠금장치 포함
기본바 별매

ACCESSORIES

액세서리

Yi-041 벨트

Yi-060 윈드가드
(기본바 별매)

Yi-045 레인커버

Yi-043 그물망(소)

(소) 1900*2060mm
(대) 1900*2460mm

600*900mm

Yi-070 사다리고정 브라켓

0.2mm

Yi-371 자전거 보호필름
내충격성이 강한 투명 폴리 우레탄 필름(3M)

0.3mm

0.2mm

A : 4.5m X 2
B : 2.5m X 2

Yi-043 그물망(대)
700*1500mm

AUTO CAMPING

오토캠핑

YA-250 탑쉐이드
클래식한 디자인과 프리미엄 퀄리티
2350*2500
간편한 설치
고품질 폴리코튼 캔버스
블랙, 화이트

알루미늄 바디와
강화ABS 엔드캡

견고한 3단 텔레스코픽 폴대

두방향 폴대조인트

잠금장치(기본)

어닝룸(별매품)
3면 모기장
pvc 바닥(분리가능)
고품질 폴리 옥스포드 캔버스 원단

프론트 익스텐션(별매품)
사이드 익스텐션(별매품)

AUTO CAMPING

오토캠핑

폴리코튼 어닝
최고급 원단 방수 발수, UV 프로텍션 처리
내구성 강한 PVC 커버
3가지 사이즈로 원하시는 폭과 길이 가능
2500*2500(기본)
2000*2500(승용차에 적합)
2500*3000

볼트 위치에 따라
높낮이 조절 가능

잠금장치 가능
(별매품)

폴리코튼 어닝 익스텐션 (별매품)

폴리코튼 어닝 사이드월 (별매품)

폴리코튼 어닝 필요

폴리코튼 어닝 필요

BIKE CARRIER
Yi-901S

지붕형 자전거 캐리어

SPEED MOUNT 2 Supreme
특허등록번호 : 제10-1753014호

색상 : 검정 은색
사이즈 : 기본(1510mm), 대(1610mm)
장착가능 사이즈
미니벨로에서 29인치 자전거 별도 변경 없이 장착 가능

앞바퀴 고정 방식으로
프레임 접촉과 물통간섭 없이
쉽게 자전거 장착
카본도 OK!

슬림해진 자전거바 디자인

휠을 흠집 및 미끌림 없이
잡아주는 고무패드

다양한 종류의
타이어 호환 가능

향상된 내구성

블랙 에디션 출시!

래칫 방식의 스트랩

원키 시스템

Yi-901

스피드마운트 II

SPEED MOUNT 2
특허등록 : 제1020160155733

향상된 내구성
뛰어난 안전성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스테인리스 304 고정암

앞바퀴를 고정해주는 고정암
*장착가능 사이즈
16~20인치 (미니벨로)
26~29인치 (로드, mtb, 하이브리드, 다운힐)

바퀴고정받침

*별도의 추가장치 또는 변형 없이
미니벨로 또는 29인치 자전거 장착 가능

도난방지용 잠금장치

휠스트랩

*자전거 도난방지용 잠금장치

Yi-701

스피드 마운트

SPEED MOUNT
특허등록 : 제107289020000호

앞바퀴를 고정해주는 고정암
*장착가능 사이즈
16~20인치 (미니벨로)
26~29인치 (로드, mtb, 하이브리드, 다운힐)
(미니벨로, 29인치 자전거 별도조정 필요)

도난방지용 잠금장치

앞바퀴 고정파이프

Yi-0447

포크마운트 FORKMOUNT
포크 고정형
잠금장치 포함

Yi-0449 텐덤 자전거(2인용)
텐덤(2인용) 자전거용

Yi-701

트럭용 FOR TRUCK

트럭 고정형
잠금장치 포함
트럭종류에 따라 8~11대 까지 장착

BIKE CARRIER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3단 각도 조절 시스템

Yi-805

스피드라이더 SPEED RIDER

승용차용 트렁크 자전거 캐리어
2대, 3대용

고무스트랩

자전거 고정키트

코팅된
고정걸이

차체보호용 버클커버

도난방지용 잠금장치

특허등록 제10-1088550호
디자인등록 제30-0587909호

3단상단벨트

Yi-806

스피드라이더 SPEED RIDER

RV, SUV용 트렁크캐리어
2대, 3대용

Yi-0443 스페어타이어 캐리어 SPARE TIRE
스페어 타이어용 트렁크 자전거 캐리어
2대용

Yi-390 보조번호판고정키트
유일 후미형 전제품에 사용가능
고정플레이트 미포함

3단 상단패드걸이

트렁크 상단이 좁거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경우 고리대신 사용
- 제품에 기본 포함되어 있음

Yi-326 도어보조벨트(별매품)

측면 틈새가 좁거나 두꺼워서 고리가 안걸릴 경우 측면 고리대신 사용

도어보조벨트 필요차량
현대 : 그랜져TG, 맥스크루즈, 싼타페DM, 베라크루즈, 그랜드스타렉스 뉴EF쏘나타, LF쏘나타, 아반떼XD 투싼ix
기아 : 올뉴모닝, 세라토, 뉴세라토, 뉴스포티지, 올뉴스포티지, 쏘렌토R, 올뉴쏘렌토, 올뉴카니발, 뉴카렌스 K5
쌍용 : G4 렉스턴, 투리스모, 코란도C
삼성 : 뉴SM5, QM3, QM5
등등 기타 차량은 홈페이지 제원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차량에 맞는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 찾기

CARGO CARRIER
슬림하지만 극대화된 견고함
다양한 액세사리를 통한 확장성

902

982

멀티스페이스

멀티스페이스

1132

1132

1132

1270
1650

2400

MS-310

MS-320

MS-410
MS-420

코너 사출
(도금 된 강철 브라켓 내장)

사이드레일 내부
(도금 된 강철 브라켓 내장)

MS-430

ACCESSORIES

크로스바

소(765mm)
중(845mm)
대(995mm)

아이볼트용 벨트

심플바

소(480mm)
대(670mm)

멀티스페이스용 액세서리

로드가드

아이볼트

사이드레일

소(1025mm)
대(1405mm)

-아이볼트 사용법-

코너 위, 아래, 그리고 밑판에는
모두 사각너트를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아이볼트 장착

CARGO CARRIER
Yi-525 박스형 캐리어

박스형 캐리어

외측 : 1020*1250mm
내측 : 940*1030mm

100mm

1020mm

1250mm

디자인등록 제30-0411431호
820

1020

1020

1250
1650

Yi-520

Yi-525

Yi-560

CARGO CARRIER
Yi-200

Yi-204

Yi-201

승용차용
잠금장치포함

일반형 캐리어

일반형 캐리어

승용, 루프랙 없는 RV,SUV 차량용
잠금장치 포함

빗물받이 차량용

240mm

Yi-205

Yi-301

635/850mm
루프랙 없는(그랜드)스타렉스용

루프랙 없는(그랜드)스타렉스용
1480*1500

Yi-202

1190/1270/1350/1480mm

Yi-302

빗물받이 차량용
1350*1500

Yi-305

Yi-304

루프랙 차량용
1270*850/1270*635mm

Yi-201 + Yi-060

루프랙 없는(그랜드)스타렉스용
1480*2300

빗물받이 차량용
1350*2300mm

BIKE STORAGE

자전거 거치대
스탠드형
Yi-0507 슈퍼바이크랙

자전거2대 장착용 키트포함
U자키트 포함
*자전거 키트 추가시 최대 4대까지 장착가능

A형 : 최소 2470 mm ~ 최대 3400mm
B형 : 최소 1970 mm ~ 최대 2900mm(가정용)

자전거 키트

특허등록 제1009909040000호

U자 키트

Yi-052

슈즈걸이키트 (별매)

일자 키트 (별매)
스포츠웨어랙
거치대 2대에 연결
별매품

Yi-0508 디스플레이 스탠드

자전거2대 장착
자전거 키트 추가시 최대 4대까지 장착가능

Yi-0448 디스플레이 스탠드
자전거4대 장착

Yi-0505TR 리페어 스탠드

매장 및 가정용 자전거 수리 거치대
디자인등록 제3004393250000호

(대)

체인스테이의 굵기에 따라
양면 후크를 회전시켜 사용
후크는 고무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프레임을 손상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습니다.

(소)

Yi-0505HUB 허브 스탠드
휠사이즈에 따라 2단계 높이 조절가능

26인치 이상~700C

특허등록 제1010885760000호

26인치 이하

Yi-0501 자전거 거치대

매장용
기본 3대거치, 추가로 연결가능

Yi-0501 LEVEL 매장용 수평 거치대
매장용
자전거를 수평으로 거치(앵글 비제공)
기본 2개 1세트, 추가로 연결 가능

앵글은 직접 제작하셔야 합니다.

BIKE STORAGE

자전거 거치대
벽걸이형

Yi-0506S 슈퍼 월마운트 바이크랙
벽면 고정용 자전거랙
중량급 자전거용

고정 키트 연결 보강으로 더욱 더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디자인등록 제3005521360000호
제3005521370000호

자전거 KIT의 뒤쪽 핸들을 돌리면 자전거 걸이의 폭 및 각도를 조절하여 다양하게 거치하실 수 있습니다.
고무패드는 자전거 프레임을 보호하며 미끌림이 없습니다.

TC-8500 회전식 수직 바이크랙
벽면 고정용 회전식 자전거랙

디자인등록 제3006624730000호

1대용(Right)

2대용(Left+Right)

세로 거치가능

Yi-0607 월마운트 바이크랙
벽면 고정용 회전식 자전거랙

좌우회전 가능하여 거치공간 최소화

디자인등록 제3006363440000호

TC-1200,TC-2000,TC-3000 버티칼 바이크랙

벽면 고정용 수직형 자전거랙

TC-3000

TC-2000

TC-1200

유일캐리어 인스타그램 @youilcarrier
팔로우 해주시면 유일캐리어 소식을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차종별 사진 및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일캐리어 유튜브

유튜브에서 '유일캐리어'를 검색 후 구독해주세요
유일캐리어 장착법 및 노하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로 62
www.youil.co.kr
TEL : 031-543-2002
FAX : 02-2247-2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