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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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변속기

부품명
*모델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캡이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레버 스위치

다른 언어로 된 사용 설명서는 다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himano.com

플레이트 유닛 커버
풀리

중요 공지
•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설치와 조절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매처나자전거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자전거 기술자를 위한 대리점 설명서는 당사 웹사이트
(http://si.shimano.com) 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풀리

• 본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 전에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읽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이를
따라주십시오.

캡

조작
주요 안전 정보
교체 정보는 구매처나 자전거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뒷 휠를 제거하기 전에 레버 스위치를 반드시 OFF로 놓으십시오.
*모델에 따라 모양과 레버 스위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버 스위치

• 유지 관리 주기는 사용 및 주행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적절한 체인
클리너로 체인을 정기적으로 세척하십시오. 녹 제거제와 같은 알칼리성
또는 산성 용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용제를 사용할 경우,
체인이 파손되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체인에 손상 (변형이나 균열), 스키핑 혹은 의도치 않은 기어 변속 등의
이상 상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떤 문제라도 발견되면,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십시오. 체인이 파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탑승자가 낙상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설명서를 읽은 후, 추후 참조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참고
• SHADOW RD+를 설치할 때, 반드시 자전거 주행 전에 플레이트 유닛
커버와 플레이트 유닛 커버 캡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어 변속 작동이 부드럽게 되지 않을 경우, 변속기를 청소하고 모든
작동 부품에 윤활유를 도포하십시오.
• 스프라켓은 정기적으로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또한
중성 세제를 사용하여 체인을 닦고 윤활유를 도포하면 스프라켓과
체인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노후에 따른 마모와 성능 저하에 대하여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주행 전 정기 점검 사항
자전거 주행 전,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십시오. 다음 사항들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매처나 자전거 딜러에게 연락하십시오.
• 기어 변속이 부드럽게 잘 되었습니까?
• 링크 사이에 넓은 틈이 있습니까?
• 풀리 사이에 넓은 틈이 있습니까?
• 변속기가 비정상적인 소음을 내는가?
• 눈에 띄는 체인 손상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스펙들은 개선을 위하여 통지없이 변경될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