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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취급 설명서

UM-1NJ0A-003-06

앞 체인휠 하단 브래킷

前大齒盤五通碗組

다른 언어로 된 사용자 취급 설명서는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himano.com

중요 정보

使用者手冊

下列網址提供其他語言的使用者手冊：
http://si.shimano.com

重要通知

• 사용자 취급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품의 설치와 조정에 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매처나 자전거 판매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경험이 있는 자전거 기술자를 위한 딜러 취급 설명서는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himano.com).
• 이 제품을 분해하거나 변형하지 마십시요.

안전을 위하여 꼭 사용 전에 이 사용자 취급셜명서를
철저히 읽으시고 정확한 사용법을 따라 주십시요.

˙如需有關本使用者手冊中，未包含產品的安裝和調整資訊，請聯絡代理
商或經銷商購買。本公司網站上 (http://si.shimano.com) 提供經銷商
說明書，可供專業且有經驗的自行車技師參考。
˙請勿分解或變更本產品。

請務必在使用前徹底閱讀本使用者手冊，並遵循該手冊正確
使用，以策安全。

重要安全資訊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

如果指示中要求進行更換作業，請聯絡代理商或經銷商購買。

교체를 필요로 하는 지침에 관하여서는 구매처나 자전거 판매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 자전거 타기 전에 크랭크암에 균열이 있지 않은가를 확인하십시요.
균열이 있을 경우 크랭크암은 부서질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는 중 옷자락 끝이 체인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요.
걸릴 경우 사용자는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취급 설명서를 읽으신 후 추후 참조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요.

警告
˙騎乘前，請先檢查齒盤曲柄上是否沒有裂痕。如果有任何裂痕，齒盤曲
柄就可能斷裂，您可能會從自行車上跌落。
˙騎乘時必須小心，切勿讓您衣服的袖口被鏈條鉤住，否則您可能會從自
行車上跌落。
˙仔細閱讀使用者手冊後，請將其存放在安全之處，以供日後參考。

注意
˙齒盤的齒尖有造成受傷的危險。

備註

주의
• 체인 링의 이빨 끝으로부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점
•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크랭크암과 바틈브라켓을 청소하십시요.
알칼리나 산성 세제는 변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덧붙여, 만일 페달의 성능이 정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요.
• 고압력 물을 분사하여 바틈브라켓을 닦지 마십시요.
• 정기적으로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체인 링을 세척합니다. 또한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체인을 닦고 윤활유를 도포하면 체인 링과 체인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는 중 체인으로 인하여 옷자락 끝이 더러워 질 수 있습니다.
• 일상적 사용과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마모와 기능 저하에 대하여
이 제품들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할 사항들
자전거 타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음 사항들
중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구매처나 자전거 판매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使用中性清潔劑清潔齒盤曲柄和五通碗組。使用鹼性或酸性清洗液，可
能會造成變色。
˙此外，如果踩踏效果感覺不正常，請再檢查一次本項目。
˙請勿使用高壓水柱洗淨五通碗組。
˙您應該定期在中性清潔劑中洗淨齒盤。此外，使用中性清潔劑清潔鏈條
並且注油，也是延長齒盤和鏈條使用壽命的有效方式。
˙您衣服的袖口可能會在騎乘時遭鏈條弄髒。
˙產品在正常使用和老化中產生的自然磨損和劣化，並不在保固範圍內。

騎乘前定期檢查
騎乘前請檢查下列項目。如果下列項目出現任何問題，請聯絡代理商或經
銷商購買。
˙齒盤曲柄上是否有任何裂痕？
˙鎖固部位是否固定牢靠？
˙軸承零件是否固定牢靠？
˙是否有任何異常的噪音？

• 크랭크 아암에 갈라진 곳이 있습니까?
• 조이는 부분이 안전하게 고정되었습니까?
• 베어링 부분이 안전하게 고정되었습니까?
• 비정상적인 소음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품명 / 各部名稱
유니트베어링케이스 안에 / 使用軸承組件時

비유니트 베어링의 경우 / 使用非軸承組件時

크랭크암 / 齒盤曲柄
체인링 / 齒盤
조임 부분 / 鎖固部位
베어링 부분（하단 브래킷）/
軸承零件(五通碗組)

進口商

三司達企業股份有限公司
台中市台中工業區 37 路 39-1 號
TEL:04-23596199

SHIMANO INC.
3-77 Oimatsu-cho, Sakai-ku, Sakai-shi, Osaka 590-8577, Japan

여기 나와 있는 스펙들은 개선을 위하여 통지없이 변경될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Korean)
規格若因持續改良而有所變更，恕不另行通知。(Taiwa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