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론트 체인휠
중요 공지

 •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설치와 조절, 교체에 관한 정보는 

구매처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문의하십시오. 숙련된 자전거 전문 기술자를 

위한 딜러 매뉴얼은 당사 홈 페이지(https://si.shimano.com)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또한,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게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신체적 부상 및 장비와 주변 환경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위험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경고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적 부상 또는 장비 및 

주변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전 정보

  경고

 •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경우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떨어져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운힐 라이딩과 프리라이딩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머리와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일련의 위험요소를 
동반하며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심한 부상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자전거 라이딩 전에 크랭크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균열이 있을 
경우 크랭크가 부서질 수 있고 사용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행 중에 옷자락 끝이 체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 체인링의 톱니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크랭크와 바텀 브래킷을 세척하십시오. 알칼리성 

또는 산성 세제는 변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페달링 성능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경우 다시 점검하십시오.

 • 바텀 브래킷 주변 부위를 고압 세척기로 세척하지 마십시오.

 • 기어는 정기적으로 중성 세제를 사용해 세척하십시오. 또한, 중성 세제를 

사용해 체인을 닦고 윤활유를 도포할 경우 기어와 체인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행 중 체인으로 인해 옷자락 끝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사용과 노화에 따른 제품의 자연적인 마모와 성능 저하는 보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전거 라이딩 전 정기 검사

자전거 라이딩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구매처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문의하십시오.

 • 크랭크에 균열이 있습니까?

 • 페달 성능이 부드럽습니까?

 • 드라이브트레인은 기어 변속을 매끄럽게 수행합니까?

 • 구성 부품이 헐거워졌습니까?

 • 부품이 프레임/핸들 바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 라이딩 중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합니까?

부품명

크랭크

기어

베어링부(바텀 브래킷)

잠금부

잠금부

크랭크

UM-1N50A-003 사용 설명서

참고：제품의 사양은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