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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경고
“유지관리 빈도는 라이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체인을 적절한
체인 클리너로 정기적으로 세정해 주십시오. 녹 제거제 등의
알카리성 또는 산성의 세정액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을 사용하면 체인이 파손되어 중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이 체인은 고변속 성능을 얻기 위해 앞뒤가 있으며 장착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장착함으로써 설계 성능이
발휘됩니다. 만약 반대 방향으로 장착한 경우 체인벗겨짐 등의
발생으로 인해 갑자기 넘어져서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로우 타입 체인은 반드시 앰플타입 커넥팅 핀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 앰플타입 커넥팅 핀 이외의 커넥팅 핀이나 체인에 적합하지
않은 앰플타입 커넥팅 핀 및 공구를 사용하면 충분한 연결력을
얻을 수 없고 체인끊어짐이나 체인벗겨짐을 일으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인

앰플타입 커넥팅 핀

CN-7901/6701/5701/4601
10단용 슈퍼 내로우 체인

홈가공(3)
홈가공(2)

공구
TL-CN32
TL-CN23
TL-CN27

● 연결후 커넥팅 핀의 양끝과 링크면이
링크면
평평하게 맞추어진 상태인지
반드시 손가락으로 만져서 확인해
주십시오. (반대측의 핀을 부러뜨린
커넥팅 핀
부분은 아주 조금 돌출된 느낌이
됩니다)
● 스프로킷 구성의 변경 등으로
체인의 길이를 재조정할
앰플타입 커넥팅 핀
필요가 있는 경우는
앰플타입 커넥팅 핀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링크 핀
링크 핀
부분에서 절단해 주십시오.
앰플타입 커넥팅 핀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자르면 체인을 손상시킵니다.
● 체인의 길이를 다시 조정할 때는 반드시 체인 절단을 넣은 쪽
(절단시와 같은 방향)에서 앰플타입 커넥팅 핀을 넣어 주십시오.
● 체인의 느슨함이나 손상이 없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느슨하거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교환해 주십시오. 체인이 끊어져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어는 정기적으로 중성세제로 세정하고 주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인의 중성세제 세정 및 주유도 기어 및 체인의 수명을
연장에 효과가 있습니다.

● 제품을 장착할 때는 반드시 취급설명서 등에 제시하고 있는
지시를 준수해 주십시오.
조정이 바르지 않은 경우 체인벗겨짐 등의 발생으로 인해
갑자기 넘어져서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급설명서는 잘 읽으신 후에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사용상의 주의
이 체인은 고변속 성능을 얻기 위해 앞뒤가 있으며 장착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외측)
그림과 같이 각인이 있는 쪽이 앞면(외측)입니다.

뒤 (안쪽 부분)
커넥팅 핀은 그림 A 와 같이 체인 진행방향 앞쪽의 아우터 링크
구멍에 세트할 것을 강하게 권장합니다. 체인의 강도가 그림
B 보다도 증가하여 더욱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체인의
진행방향

A

이너 링크

아우터 링크
커넥팅 핀

B

이너 링크

아우터 링크
커넥팅 핀

사용방법

SI-09R0A-002

CN-7901 / CN-6701 / CN-5701 / CN-4601
■ 특징

앰플타입 커넥팅 핀은 보다 높은 연결력을
얻기 위해 특수한 형상(핀의 양끝이
몸통부보다 굵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에 끼우기 쉽도록 가이드가
붙어 있습니다.

■ 사용방법
가이드
체인용 공구

앰플타입 커넥팅 핀

(1) 끼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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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레스 실시

(3) 프레스 완료

(4) 여분의 부분을
부러뜨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