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I-201, 202, 204, 205  일반형 캐리어

Parts 일반형 캐리어 공통부품

모델별 푸트

최대 적재 하중 : 45kg

 YI-201  YI-202  YI-204  YI-205

1

2

WWW.YOUIL.CO.KR

X6

상단

상단하단

하단 기본바를 하단이 위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절단된 몰딩을 기본바 정가운데 끼워줍니다.
순차적으로 터널와샤 ,몰딩,터널와샤,몰딩순으로 번갈아 끼워주고 
받침 살대를 기본바와 연결해 줍니다.

X6

center

5X40mm

기본바를 뒤집은 후 너트를 그림순서대로
기본바 레일홈에 넣어 줍니다.

기본바에 봉을 연결한 후 나머지 틈새에 고무몰딩을 잘라 끼워줍니다.

6X12mm
8X12mm

YOUIL

터널와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 62 (무봉리 240-5)  
TEL: 02-2247-2255 FAX : 02-2247-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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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X 2

X 12

X 4

X 8

X 12

X 12

X 4

X 4

X 6

X 2

X 6

X 14

X 1

*장착중 의문점이 있으시면 본사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YOUIL



YI-201, 202, 204, 205  일반형 캐리어

3
WWW.YOUIL.CO.KR

YOUIL

 YI-201

 YI-202

 YI-204

 YI-205

기본바 장착시 좌우(D)의 간격을 

동일하게 조정하십시요

※캐리어 장착후 기본바 하단쪽 빈부분도  고무몰딩을 잘라 빈틈없이 모두 끼워줍니다.

D

기본바 푸트

D

D= D

기본바 장착법은 동봉된 기본바 장착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ㆍ부품 및 공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ㆍ차량 지붕에 적재물이 있을 경우 주행 특성과 제동 거리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바람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주행 하셔야 합니다.

ㆍ차량 지붕에 적재물이 있을 경우 주행 특성과 제동 거리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바람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주행 하셔야 합니다.

ㆍ캐리어의 나사 볼트 및 잠금장치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ㆍ자동세차장 이용시 반드시 캐리어를 탈거한 후 세차하셔야 합니다.

ㆍ기본바 및 캐리어를 장착 했을 경우 차량의 높이가 높아지므로 지하 주차장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는 꼭 차량의 높이를 확인하시고 
   주행하셔야 합니다.

ㆍ주행속도는 항상 적재물의 상태, 도로의 종류, 노면 상태, 바람, 
   교통혼잡도, 도로의 제한 속도와 같은 여러 조건에 맞추어 
   조절해야 합니다.

ㆍ제품을 출시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조해서 사용하면 안되며, 차종에 맞는 캐리어를 장착하셔야 됩니다.

ㆍ지붕 최대 하중은 적재물 뿐만 아니라 캐리어의 무게까지 감안하여 
   계산 하셔야 합니다

ㆍ물품 적재시 장착 설명서에 명시된 화물 적재 최대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차량 자체의 권장 최대 하중을 초과 해서도  안됩니다.  

주 의

   -과속, 급출발, 급정거, 급회전 금지-

ㆍ기본바 장착시 기본바 위아래 홈에 고무몰딩을 빈틈없이 끼워주십시오. 

미장착시 주행중 바람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미장착시 주행중 바람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소흘로 62 (무봉리 240-5)  
TEL: 02-2247-2255 FAX : 02-2247-2292


	2단통합-1
	2단통합-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