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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 어닝 장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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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IL CARRIER

X 1

X 4

X 4

X 4

X 2 X 2(하단용 별매)

X 2 X 2X 1

X 8

X 8

X 2

*바람이 불때에는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어닝 설치 시 로프와 팩을 항상 사용하십시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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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3-b

최소
800mm

커버버튼을 누른 후 어닝커버를
아래 사진과 같이 살짝만 열어줍니다.

반대쪽 커버버튼을 누른 후 커버핀이 걸릴때까지
커버를 활짝 열어줍니다.

커버핀

 커버버튼

1

1.  볼트를 어닝 터널에 넣어 줍니다.

하단용(별매)

상단용

하단용(별매)

상단용

2. A -> B 순서로 어닝을 기울여 브라켓 위쪽에 얹어 줍니다.
3. 볼트를 브라켓 구멍에 맞추어 주신 후 육각너트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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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어닝 천을 모두 빼 주신 후
수직폴대를 이용하여 넘어지지 않게  
그림과 같이 비스듬하게 
기울여 놓습니다.

수평 폴대를 꺼내줍니다.

폴대와 폴대 사이 연결부분은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끈을 당겨주면서 천을 꺼내줍니다.

A=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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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홀

1단폴대

하단 홀

[그림 A]

핀

상단 홀의 버튼을 눌러 수평폴대의 1단폴대를 빼줍니다.
이 때, 버튼이 하단 홀에 걸렸는지 확인해줍니다.

1. 나비너트를 살짝 풀어줍니다.
2. 1단폴대의 핀을 패브릭바 구멍에 맞추어 줍니다.(A 그림 참고)
3. 화살표 방향으로 폴대를 당겨줍니다. 이 때, 천이 팽팽하게 되도록 폴대를 빼주면서 
    나비너트를 조여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아래 순서와 같이 따라해주세요-

나비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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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바

패브릭바를 그림과 같이 살짝 들어서 수직폴대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상단 홀의 버튼을 눌러
수직폴대를 빼줍니다.
이 때, 버튼이 하단 홀에 
걸렸는지 확인해줍니다.

원하는 높이로 조절 한 후
나비너트를 조여줍니다.
(※ 최대 높이 2.2m)

상단 홀

하단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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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1. 수직폴대의 나비너트를 풀어 양쪽 수직폴대를 모두 넣어줍니다.
2. 수직폴대의 버튼을 눌러 양쪽 1단 폴대를 넣어줍니다. 
3. 수직폴대를 그림과 같이 비스듬하게 기울여줍니다. (그림 참고)

※어닝 설치 후, 항상 팩을 이용하여 고정해 줍니다.

수평폴대의 나비너트를 먼저 풀어준 후 버튼을 눌러 폴대를 접어 안쪽에 넣어줍니다. 
※이 때 수직 폴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아래 순서와 같이 따라해주세요-

해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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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의 우측 커버핀을 누른 후 살짝 닫아줍니다.
반대쪽도 커버핀을 누른 후 완전히 닫아줍니다.

커버가 잘 닫혔는지 확인해줍니다.

수직 폴대를 접어 넣은 뒤 어닝 천이 팽팽하게 되도록 당겨주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말아서 넣어줍니다.
※ 천이 바르게 정렬되도록 말아줍니다.(A=A)

커버핀

A A



주의 사항

캐리어 장착

*장착중 의문점이 있으시면 본사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 장착설명서를 참고하여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순서대로 장착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의문구(느낌표 등)는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닝 장착 시, 기본바의 간격은 9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닝 설치 시, 바람의 강도와 상관없이 반드시 팩과 로프를 이용하여 어닝을 고정시켜 놓아야 합니다.

- 어닝은 그늘막 용도로 지퍼와 재봉선에는 심실링 유무와 상관없이 우천시 빗물이 누수 될 수 있으며 이는 불량요인이 아닙니다.

- 방수력과 심실링은 기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으며,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 벨크로는 빗물에 젖었을 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완전방수 케이스가 아니므로, 우천 시 내부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어닝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천이 젖는 경우에는 천을 항상 말려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업체는 잘못된 장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사유재산 손상 또는 금전적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차량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최대 적재중량을 항상 우선시 하며, 장착설명서에 명시된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캐리어 중량, 추가된 캐리어 및 액세서리 중량, 적재된 물품의 중량을 모두 감안 하셔야 합니다.

- 주행속도는 항상 적재물의 상태, 도로의 종류, 노면상태, 바람, 교통혼잡도, 도로의 제한속도와 같은 여러 조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합니다. 

  – 과속,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130km/h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도로 교통 규정을 항상 준수하셔야 합니다.

- 과속방지턱 에서는 최대 10km/h의 속도로 천천히 넘어주시기 바랍니다.

- 캐리어에 어닝 장착 시, 차량의 높이가 높아지므로 지하 주차장과 같이 높이 제한이 있는 곳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 차량 지붕에 적재물이 있을 경우 주행 특성과 제동 거리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바람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행 하셔야 합니다.

- 잠금 장치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주행 전 잠금장치를 잠가 주어야 합니다.

- 제품은 항상 점검하고, 마모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품은 즉시 교체합니다.

- 캐리어의 볼트 및 너트는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 자동세차장 이용시 반드시 기본바 및 캐리어를 탈거한 후 세차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제품의 잠금장치는 도난 및 파손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완벽한 도난방지 역할로는 적합지 않으므로 

    무인방치 시 귀중한 장비 및 물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차종을 변경하거나 중고제품 사용 시 반드시 차종에 맞는 부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세부 부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품의 적재 / 주행 규칙

유지/보수
 

TEL : 031) 543 - 2002   FAX : 02) 2247 - 2292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 62 (무봉리 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