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경고
 브레이크 호스를 브레이크 유닛에 장착하고 브레이크액의 주입과  ●
기포제거를 한 후에 브레이크 레버를 수회 쥐어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기름누출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커넥터 인서트는 SM-BH90-SB 전용입니다. 그 이외의 브레이크  ●
호스로 사용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름누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올리브와 커넥터 인서트는 재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호스의  ●
고정부족으로 인해 브레이크 레버에서 호스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스가 빠지면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어 
위험합니다.

호스
커넥팅 볼트

올리브
절단면

커넥터 
인서트

 절단면이 수직이 되도록 호스를 절단해 주십시오. 비스듬히 절단된  ●
호스를 사용하면 기름누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90도

 기름누출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적절한 수리를 해  ●
주십시오. 기름누출 상태로 계속 타면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어 위험합니다.

  ●제품을 장착할 때는 반드시 취급설명서 등에 제시하고 있는 지시를 
준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때 Shimano 순정부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볼트 또는 너트 등이 풀어지거나 제품이 파손되면 
갑자기 넘어져서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급설명서는 잘 읽으신 후에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

 주의
호스를 절단할 때 나이프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올리브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사용상의 주의：
 통상의 사용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마모 및 품질의 열화는  ●
보증하지 않습니다.

BR-M985의 취급설명서도 함께 읽어 주십시오. ●

사용방법 SI-8JA0A-001

SM-BH90-SB 브레이크 호스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다음 라인업에 의한 
사용을 권장합습니다.

시리즈 XTR
(XC)

XTR
(Trail)

브레이크 호스 SM-BH90-SB

캘리퍼 BR-M985

브레이크 레버 BL-M985 BL-M988

미네랄 오일 SM-DB-OIL

장착방법

1.  호스를 커터 나이프 등으로 
절단합니다.

※  커터 나이프는 커터 나이프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브레이크 레버측>2. 
호스에 커넥팅 볼트, 올리브를 그림과 같이 장착합니다.

올리브 외측에 
그리스를 도포

삽입방향 절단면

호스

커넥팅 볼트

올리브
올리브

그리스

커버브레이크 레버측의 
커넥팅 볼트에는 
커버를 장착합니다.

 호스의 끝이 브레이크 레버 부착부의 바닥까지 들어갔는지 3. 
확인하기 위해 미리 호스에 그림과 같이 표시를 합니다.
(호스 절단면에서 약11mm의 부분이 숨겨지는 정도가 
기준입니다. )

약11mm

표시 표시

 4. 호스 절단면 내측을 바늘 같은 것으로 원형으로 한 후에 커넥터 인서트를 
장착합니다. 호스를 TL-BH61로 그림과 같이 세트하여 바이스에 고정하고 
커넥터 인서트 바닥에 호스 
끝이 닿을 때까지 커넥터 
인서트를 햄머 등으로 
확실하게 밀어넣습니다. 
호스가 커넥터 인서트 바닥에 
닿지 않은 경우는 호스가 
빠지거나 기름누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올리브가 그림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커넥팅 볼트의 나사부에 그리스를 5. 
도포한 후에 브레이크 레버에 호스를 그림과 같이 장착합니다.

올리브
올리브

2mm

호스 커넥터 인서트
커넥팅 볼트

브레이크 레버

6. 

호스

호스

1mm
올리브

TL-BH61

바이스

커넥터 인서트

커넥터 인서트

< 캘리퍼측 >
O링이 밴조의 홈에 세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캘리퍼를 그림과 
같이 고정합니다. 이 때 O링이 
홈에서 밀려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O링에는 그리스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밀면서 그 로 
커넥팅 볼트를 조입니다.

조임 토크：
5 - 7 N•m {50 - 70 kgf•cm}

조임 토크：
5 - 7 N•m {50 - 70 kgf•cm}

8mm 스패너

커넥팅 볼트

호스

밴조

O링

3mm 육각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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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취급설명서는 http://techdocs.shimano.com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추가적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의 통지 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