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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Bontrager 자전거용 헬멧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헬멧은 최상 수준의 

퍼포먼스와 안전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조절, 취급 및 관리가 

동반할 시, 이 헬멧은 안전한 운행을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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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을 착용하기 전에 이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정확한 헬멧조정과 사용은 안전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본 매뉴얼 상의 정보를 자녀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의 누구에게라도 

설명해주십시오.  

매뉴얼의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딜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만일 딜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공식웹사이트를 통해 당사에 

연락해주십시오.

Bontrager
담당자: 고객 서비스 센터

801 W. Madison Street

Waterloo, WI 53594

920.478.4678

www.bontrager.com

매뉴얼 상의 그림은 귀하의 헬멧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ontrager의 모든 헬멧이 명시된 기능을 전부 포함하진 않습니다.

본 매뉴얼은 다음의 표준요건을 준수합니다.

• 소비자상품 안전위원회 16 CFR 1203장

• ASTM F 1447-06

• EN 1078

• AS/NZS 2063:2008

검사처:

• CRITT Sport Loisirs-86100 Châtellerault-France n°0501.

• SP Technical Research Institute of Sweden

Box 857, SE-501 15 Borås,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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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소개
헬멧은 머리에 알맞게 조정하여 정확하게 사용하면 중대한 보호기능을 

해줍니다. 중요 안전 정보

헬멧의 신체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하고 정확히 관리해야합니다. 다음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그대로 따라주십시오. 헬멧의 부정확한 사용 및 취급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십시오. 어떤 헬멧도 모든 종류의 충격으로부터 착용자를 

완전히 보호해주진 못합니다.  심각한 충격, 날카로운 물체, 부적절한 

사용법 또는 부정확한 사이즈조절은 헬멧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전에 항시 헬멧이 머리에 맞게 조절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헬멧이 효과적으로 보호기능을 하기위해서는 머리에 꼭 맞게 조정이 된 

상태로 정확하게 착용되어야 합니다.  본 헬멧 제품은 스트랩을 아래턱에 

단단히 매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헬멧을 머리에 착용한 후 명시된 방법대로 

조정하여 핏이 정확한지 확인해주십시오. 스트랩을 튼튼하게 매주십시오. 

헬멧을 두 손으로 잡고, 앞면과 뒷면이 정확히 맞도록 돌려주십시오. 

헬멧이 정확하게 착용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헬멧이 앞이나 뒤로 

움직여 시야를 가리거나 이마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헬멧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다면 딜러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고열을 피하십시오. 헬멧이 맑은 날 차 내부 등에 방치되어 열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과도한 열기는 라이너(내피)나 쉘(외피)의 

손상의 원인이 되며, 또는 분리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본 제품은 석유나 석유성 제품, 세제, 

페인트, 접착제 및 유사물질에 접촉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을 입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살충제도 헬멧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한 헬멧이나 손상을 입은 헬멧은 교체해주십시오. 본 제품은 

쉘과 라이너의 일부가 손상되어 충격을 흡수하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충격을 받은 

경우, 헬멧의 손상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미 손상이 된 상태로 교체를 

요합니다. 본 제품은 일정한 사용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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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가 눈으로 보이는 경우 반드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헬멧의 구성 부품은 

시간경과에 따라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헬멧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거나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3년 경과시 교체하셔야 합니다.

헬멧의 디자인과 보호범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본 제품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자전거 주행용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암벽등반, 

롤러스케이트 또는 스키용으로 제작된 헬멧과 동일한 보호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헬멧이 귀하의 자전거 주행 유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턴트나 기술, 오프로드 라이딩이나 

고속주행을 생각한다면 보호기능이 더욱 강화된 헬멧을 선택해야합니다.

머리와 헬멧 사이에 무언가를 착용하는 것은 보호기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자, 스카프 또는 높이 세운 머리스타일도 충격이 가해졌을 때 

헬멧이 움직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챙 없는 모자, 헤드폰 또는 기타의 

물체가 헬멧 안에 올 경우, 헬멧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헬멧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헬멧 제조업체가 권고하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부착물도 헬멧에 설치해선 안됩니다. 여기에는 스티커나 접착용 라벨도 

포함합니다.

질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헬멧은 아동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등의 

헬멧 착용시 목이 졸릴 위험이 있는 활동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헬멧을 청결히 유지하십시오. 중성의 비눗물로 씻어주십시오. 패드는 

냉수에 섬세 모드로 기계세탁이 가능합니다. 패드는 건조기로 말리지 

마십시오. 패드는 딜러를 통해 새로 구매가능합니다.

환기구는 관입이 가능합니다. 긴 막대기, 돌이나 곤충이 환기구를 통해 헬멧 

안쪽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고

교체관련정책
구매 후 첫 1년간 헬멧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Bontrager에서 무료로 헬멧을 

교체해드립니다. Bontrager 고객 서비스 센터에 구매시 수령영수증과 

사고경위를 설명한 문서 사본을 각각 하나씩 보내고 헬멧을 선불배송으로 

주문하십시오. 손상된 헬멧을 Bontrager가 수령하는 즉시 새 헬멧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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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조정하기
Bontrager는 다양한 머리 크기에 맞춰 여러가지 쉘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헬멧 쉘 사이즈를 잴 때는 정확한 위치로 헬멧을 착용한 

상태(그림 1 및 2 참조)에서 버클을 매지 않고 측정합니다. 올바른 핏은 

머리에 꼭 맞고, 조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 1. 올바른 헬멧 착용 그림 2. 올바르지 않은 헬멧 착용

왼쪽 관자놀이의 스트랩 조정하기
1. 헬멧을 머리에 씁니다.

2. 스트랩 조정기의 잠금을 해제합니다(그림 3).

3. 스트랩 조정기를 왼쪽 관자놀이의 스트랩까지 내리고(그림 4) 스트랩 

조정기가 왼쪽 귓불 바로 아래에 오게 합니다.

4. 스트랩 조정기를 관자놀이의 스트랩의 위치에 고정하면서 목덜미의 스트랩

(그림 4)을 목덜미의 조정기 쪽으로 당깁니다.

좌측의 버클이 스트랩 조정기에 거의 닿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5. 스트랩 조정기를 잠가주십시오.

그림 3.  스트랩 조정기 사용방법 그림 4.  왼쪽 버클(1), 왼쪽 관자놀이 
스트랩(2), 왼쪽 목덜미 스트랩(3)

1

2

3

주의: 모든 방향(좌,우, 상, 하)은 헬멧을 머리에 착용시의 위치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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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목덜미의 스트랩 조정하기
1.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목덜미의 스트랩(그림 4)을 헬멧 후면(

그림 5)으로 당겨 왼쪽 스트랩 조정기의 위치로 가도록 합니다.

2. 헬멧을 착용합니다.

 헬멧을 머리의 정확한 위치에 착용한 후 왼쪽의 스트랩 조정기를 귓볼 

바로 아래에까지 오도록 내립니다(그림 6). 관자놀이의 스트랩과 목덜미의 

스트랩이 모두 팽팽한 상태가 됩니다.

3. 필요한 경우 왼쪽 관자놀이의 스트랩을 재조정하십시오(이전 페이지 참조).

그림 6. 왼쪽 스트랩 조정기의 최종 위치

오른쪽 목덜미 스트랩과 오른쪽 관자놀이 스트랩 조정하기
1.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스트랩 조정기를 엽니다.

2. 오른쪽 스트랩 조정기를 목덜미 스트랩으로 내려서 좌측 및 우측 목덜미 

스트랩의 길이가 동일하도록 만듭니다.

3. 오른쪽 관자놀이의 스트랩을 오른쪽 스트랩 조정기를 통해 당겨서 왼쪽 

관자놀이의 스트랩과 길이가 같도록 합니다(그림 7).

4. 스트랩 조정기를 잠가주십시오.

5. 헬멧을 착용하고 헬멧이 잘 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양쪽의 스트랩 조정기는 모두 귓불 바로 밑에 위치해야 합니다.

 + 관자놀이의 스트랩과 목덜미의 스트랩이 모두 팽팽한 상태가 됩니다. 

6. 필요한 경우 재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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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스트랩 조정하기
본 헬멧 제품은 스트랩을 아래턱에 단단히 매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턱 아래에 

오는 오른쪽 스트랩 조정기에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스트랩을 집합적으로 턱 

스트랩이라고 부릅니다(그림 8). 턱 스트랩은 오른쪽 버클을 통해 정확히 

끼워넣으십시오(그림 9).

1. 턱 스트랩의 길이를 버클을 통해 넣어 조정하십시오.

그림 8. 턱 스트랩의 정확한 고정 그림 9. 턱 스트랩을 버클과 O 링의 
밀어넣기

2. 오른쪽의 버클을 왼쪽의 버클에 삽입(그림 10).

3.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도록 하십시오.
 + 버클이 맞물리는 소리가 나면 정확히 고정이 된 것입니다.
 + 버클과 턱 스트랩과 같이 반대로 잡아당겨보십시오.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턱 스트랩의 위치는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고정되어 턱 아래에 꼭 맞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조정합니다.

4. 턱 스트랩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고무 O 링에 밀어넣으십시오(그림 9).

그림 10. 턱 스트랩 버클 매기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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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시스템(설치된 경우)
헬멧에는 마이크로 매니저(그림 12a)나 헤드마스터(그림 12b)의 핏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핏 시스템은 헬멧을 머리에 단단히 

고정해주는 추가적인 방법입니다.

그림 12a. 마이크로 매니저

그림 12b. 헤드마스터

헬멧 벗기
턱 스트랩을 가볍게 당기면서 버클 양쪽의 오목하게 들어간 탭을 누릅니다

(그림 11).

그림 11. 버클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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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시스템 조정하기
1. 헬멧을 스트랩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머리에 쓰십시오. 

2. 핏 시스템을 후두엽 부위, 즉 두개골 밑의 뼈가 솟은 부분 아래에 오도록 

둡니다.  

3. 핏 시스템이 과하게 느슨한 경우에는 휠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입니다(그림 13a, 14a). 핏 시스템이 과하게 조이는 경우에는 휠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조정합니다(그림 13b, 14b).

4. 턱 스트랩의 버클을 채웁니다.

5. 조정된 상태를 시험해봅니다(다음 페이지 참조).

헬멧의 위치가 조정 범위 끝까지 오는 것을 선호할 경우에는 핏 시스템의 

위치를 조정하여 보다 넓은 핏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다음 장 참조).

그림 13a. 마이크로 매니저 조이기

그림 14a. 헤드마스터 조이기

그림 13b. 마이크로 매니저 풀기

그림 14b. 헤드마스터 풀기

마이크로 매니저

헤드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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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시스템 설치하기 
1.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핏 시스템 하네스의 앵커와 요크(그림 15)    

및 원둘레 위치(그림 16)를 확인하십시오.

2. 높이는 앵커와 요크를 부드럽게 당기거나 밀어서 변경합니다. 

3. 원둘레의 범위는 헬멧에 고정된 핏 시스템 양쪽 끝부위의 스냅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변경합니다(그림 16).

4. 각 스냅을 헬멧의 각 측면의 위치에 놓습니다.

그림 15. 마이크로 매니저 높이 조정 그림 16. 마이크로 매니저 원둘레 범위 조정

조정상태 확인
다음의 두 가지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 머리를 양쪽으로 흔들어봅니다. 이때, 헬멧이 머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 헬멧을 앞뒤로 밀어봅니다. 헬멧이 뒤로 움직일 경우, 관자놀이의 스트랩을 

조입니다. 헬멧이 앞으로 움직일 경우, 목덜미의 스트랩을 조입니다.

헬멧이 정확하게 조정이 안된다면 보다 작은 사이즈의 쉘을 착용하십시오. 

귀하의 딜러에 상담하십시오.

남는 턱 스트랩 자르기
턱 스트랩을 자를 때는 적어도 버클 위에 1인치(25 mm)를 남기십시오. 턱 

스트랩이 과도하게 짧으면 헬멧의 조절 및 보호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의 절단 후 턱 스트랩의 끝을 녹여 천이 닳아 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줍니다. 헬멧에 고열의 열기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스트랩은 

타기 쉽습니다. 스트랩의 열기가 식은 후에는 녹은 나일론과의 접촉을 피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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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 제거하기
Bontrager의 일부 헬멧은 분리가 가능한 차양을 포함합니다. 차양은 헬멧 쉘 

안쪽의 소켓 속의 각 스냅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제거합니다(그림 17).

주의사항: 헬멧 속의 소켓은 자주 사용함에 따라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차양이 

느슨하거나 떨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차양 소켓 플러그의 삽입
Bontrager의 일부 헬멧은 차양을 사용하지 않을 때 헬멧에 삽입할 수 있는 

옵션의 플러그(그림 18)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플러그는 차양 부착 소켓을 

가려주어 보기좋게 하는 미적 기능을 합니다. 플러그를 삽입할 때는 좌우의 

플러그를 확인한 후 해당 면의 차양 부착 소켓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림 19. 차양 조정

그림 18. 차양 플러그의 위치확인 및 삽입그림 17. 헬멧 안쪽의 차양 스냅과 소켓

차양 조정하기
Bontrager의 일부 헬멧은 

조정가능한 차양이 같이 구성됩니다. 

차양의 각도를 조정할 때는 차양의 

고정 나사(그림 19)를 앨런 볼트용 

4 mm 렌치를 사용하여 느슨하게 

합니다.  차양을 원하는 위치에 

맞게 조정합니다. 선택한 위치에 

차양이 고정되도록 충분히 나사를 

조입니다.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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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ntrag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