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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 62 (무봉리 240-5)

** 주의 **

YI-0443

TEL : 02) 2247 - 2255~6 , FAX : 02) 2247 - 2292

1. 캐리어가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확인요망)
2. 자전거 장착 후 보조끈으로 자전거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줍니다.
3. 주행속도는 항상 적재물의 상태, 도로의 종류, 노면 상태, 바람, 교통 혼잡도등
여러 조건에 맞추어 감속 운행 해야 합니다.
-과속,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금지4. 자전거를 적재한 상태로 주행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있을때에는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X2

5. 자전거 적재 수량은 2대 입니다.
최대 자전거 적재량은 27kg(2대)입니다.

X3
X3
(12X55mm) X 3
(12X180mm) X 3 (270 이상)

- 2대 거치시 자전거 방향을 서로 엇갈리게 설치 하십시오.
6. 자전거 장착시 자전거 바퀴가 차체를 벗어날 수 있으니 주행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7. 자전거 장착시 후방시야가 가릴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고정끈은 오랜 기간 사용시 노후화 될 수 있으니 적당기간 사용 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9. 장착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이나 제품의 손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12X120mm) X 3 (265 이하)
*장착중 의문점이 있으시면 본사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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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판

1. 스페어 타이어의 허브너트를 풀어줍니다.
2. 롱너트를 차량에 부착된 볼트에 끝까지
돌려 조립합니다.
(라운드된 부위가 타이어쪽을 향하도록 )
3. 롱볼트를 롱너트에 끝까지 돌려 조립합니다.
4. 너트를 조립합니다.
[고정판 유격(5mm) 조정용)]
5. 캐리어의 고정판을 볼트에 끼운 후
허브너트를 이용하여 캐리어를 고정합니다.
(고정판 조립시 뒤쪽에 있는 너트를
이용하여 조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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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정끈을 그림과 같이 타이어 뒤쪽에서
앞쪽으로 뺍니다.

3

고정끈은 A 같이 고정판에 건 후에
버클을 이용해서 끈을 타이트하게
당겨 줍니다.

자전거를 장착하지 않을 시에는 핸들을
안으로 누른 후 캐리어를 접으시면 됩니다.

<자전거 장착 방법 >

UIL

YO

자전거를 캐리어에

자전거를 살짝 올린 다음 프레임

올려 놓습니다.

고정장치를 수직으로 돌려 자전거
프레임을 고정시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고정시킵니다.

보조끈 끝부분을 그림처럼

보조끈으로 자전거가 움직이지

캐리어에 먼저 걸어 놓고

않도록 묶어 줍니다 .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