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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s

트렁크 장착형

상단 프레임

①

②

자전거 고정 프레임

하단 프레임

Part

①
②
③
④

부품 No.

부품명
트렁크 와이어 잠금장치
앞바퀴 고정 보조 벨트(2대용)
앞바퀴 고정 보조 벨트(3대용)
고무 스트랩 (2대용)
고무 스트랩 (3대용)
패드걸이

주의사항

000088
001275

001951
100591

수량

③

④

SPEED RIDER 2

SPEED RIDER 3

Max. 27kg

Max. 35kg

1
2
3
6
9
3

** 장착 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캐리어가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확인요망)
2. 자전거 장착 후 앞바퀴 고정 보조벨트로 자전거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3. 캐리어에 자전거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트렁크를 열지 않도록 합니다. 자전거캐리어만 장착된 상태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은 후에
모든 걸이와 벨트가 견고하게 고정되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
(트렁크를 열게되면 벨트가 헐거워 지며 걸이가 이탈되어 트렁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4. 주행속도는 항상 적재물의 상태, 도로의 종류, 노면 상태, 바람, 교통 혼잡도 등 여러 조건에 맞추어 감속 운행 해야 합니다.
-과속,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금지5. 자전거를 적재한 상태로 주행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있을때에는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6. 자전거 최대 적재 중량은 2대용(총 27Kg), 3대용(총 35Kg)입니다. 차량의 강성에 따라 적재중량이 하향 될 수 있습니다.
7. 자전거 장착시 자전거 바퀴가 차체를 벗어날 수 있으니 주행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캐리어가 장착되는 차체부분의 상태와 강성에 따라 장착 및 운행 시 차체에 변형이 갈 수 있으니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색상태, 외부요인에 따라 캐리어와 접촉면에 변색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9. 자전거 장착시 후방시야가 가릴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0. 자전거 미장착시에는 캐리어의 자전거 고정 프레임을 접어놓거나 캐리어를 탈착시켜 놓습니다.
-빗물이나 외부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제품이 노후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실내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장시간 사용 후 벨트 또는 고무스트랩이 많이 헤지거나 약해졌을 경우에는 교체해 줍니다.
12. 상단걸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패드걸이는 빼고 사용해야 됩니다.
13. 장착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이나 제품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4.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번호판이 캐리어 또는 자전거로 인하여 가려지게 될 경우 외부 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발급, 부착하여야 합니다.(보조번호판 고정키트 필요)

1

승용

SUV/RV용

캐리어를 장착하기 전에 캐리어가
닿을 부분을 먼저 깨끗이 닦아 줍니다.

2

상단 프레임

1

핸들을 풀고 고정 레버를 젖혀서
상단 프레임의 각도를 펼쳐줍니다.

3

2

3

상단 프레임
캐리어를 차량에 위치시킵니다.
이때 캐리어는 차량의 정중앙에
위치시킵니다.
하단 프레임은 번호판 밑의 턱에
위치시키면 좋습니다.

하단 프레임

캐리어를 차량 트렁크에 위치시킨 후 상단 프레임의
각도를 번호에 맞춘 후 각도 조절 레버를 닫고 핸들로
고정해 줍니다.(SUV.RV차량-1,2,3,4번 승용차량-5,6,7,8번)
이때 상단 프레임을 움직여 기어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 후
핸들로 고정합니다.

승용차 장착법

SUV/RV 장착법

패드걸이 장착 후 트렁크를 열고 닫을 때 패드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장착모습

자전거 고정 프레임

고정 레버를 젖혀 자전거 고정 프레임의
각도를 펼쳐줍니다.

고정 레버

자전거 고정 프레임 각도가 수평에서 20도에서 25도 정도 되도록 각도를 맞춘 후
고정 레버를 닫아 고정 프레임을 고정해 줍니다 .
이때 고정 프레임을 위아래로 움직여 기어가 완전히 결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도 조절 후 고정 레버를 젖히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레버가 젖혀져 고정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고정해 줍니다.

자전거 고정 프레임

20~25

6

자전거를 고정 프레임에 올려놓습니다.
자전거 프레임 모양에 따라 고정키트를 회전시켜
거치합니다.

무거운 자전거를 안쪽으로 위치시킵니다.

YOUIL

고무스트랩을 이용하여 자전거를 고정시킵니다. 이때 고무스트랩은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합니다.

7
보조끈 끝부분 ⓐ을 좌측 그림처럼
자전거 고정 프레임에 먼저
걸어 놓습니다.

ⓑ

ⓐ
ⓐ
ⓑ
자전거 고정 프레임

8

앞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조벨트 ⓑ를 이용해 앞바퀴와
다운튜브를 고정해 줍니다.

2대용 (27kg 이하)

3대용 (35kg 이하)
최대 허용 무게를 초과해서 장착하시면 안됩니다.

자전거는 서로 엊갈리게 장착하고 무거운 자전거는
안쪽으로 위치시킵니다.

9

와이어를 트렁크 안에 고정시키거나 묶어서 집어넣고 트렁크 문틀 닫아 줍니다.
(이때 와이어는 트렁크 측면쪽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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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를 자전거 및 캐리어에 감아 잠가 줍니다.

A
C

B

볼트C가 느슨해져서 A와 B사이에 유격이 생길경우
반드시 육각렌치(5mm)로 다시한번 조여줍니다.

*주의사항*
·텐덤, 리컴번트 자전거 장착금지
·자전거 설치 후 벨트가 느슨해 질수 있으니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당겨줍니다.
·주행중 수시로 벨트 확인
·자전거 장착한채로 오프로드 주행 금지
·캐리어 미사용시에는 캐리어를 탈착시키거나
육각렌치(5mm)로 조여줍니다.

고정 프레임을 접어 놓습니다.
·캐리어 장착시 후면 와이퍼는 사용 못함
·스포일러장착 차량은 스포일러가 높아서 간섭받으면 장착 불가
·측면에 고리를 걸기 힘들 경우 도어보조벨트 사용 (별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