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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Thank you for choosing a Bontrager bicycle helmet. This helmet is constructed to meet 
the highest standards for performance and safety. With correct adjustment, care, and 
maintenance, this helmet will help you ride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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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safety information

Crash replacement policy
We will provide you with a free replacement helmet if it’s involved in a crash within the 
first year of ownership. Simply contact us or your local retailer with the crashed helmet, 
original sales receipt, details of the incident, and a return address for your replacement.

A helmet must be correctly worn and maintained to provide protection. Carefully read 
and follow these instructions:

•  We recommend wearing a helmet at all times while cycling. No helmet can 
completely prevent injury including concussions in every type of cycling accident. 
Regardless of the style of helmet, in areas where there is no WaveCel material, the 
properties will be similar to solid foam helmets.

•  Ride safely. A severe impact, sharp object, improper use, or incorrect adjustment 
could cause injuries or death. 

•  Make sure your helmet is designed and intended for your type of bicycle riding. 
This helmet is designed for use in recreational bicycle riding; it does not offer the 
same protection as a helmet designed for more rigorous sports. Choose a different 
helmet model with adequate protection if you plan to do more than recreational 
bicycle riding.

•  Anything between your head and the helmet can reduce the protection. A cap, 
scarf, or even some high-volume hairstyles might allow the helmet to move during 
an impact. Barrettes, headphones, or anything else under your helmet can injure 
you if the helmet is impacted.

•  Do not modify the helmet. No attachments should be made to the helmet except 
those recommended by the helmet manufacturer. This includes stickers or adhesive 
labels.

•  Avoid choking. This helmet should not be used by children while climbing or doing 
other activities where there is a risk of hanging or strangulation if the child gets 
trapped whilst wearing the helmet.

•  Ventilation holes may allow helmet penetration. Sticks, stones, or insects can pass 
through the holes into the interior of the helmet.

 WARNING

Read this manual before riding  
with your new helmet
We know you want to get out there and ride. Before you do, it’s important for your safety 
to correctly adjust your helmet. 

Parents or guardians: please explain the information in this manual to your young riders. 

Contact us
If you have questions with this manual, consult your dealer. If you have a question or a 
problem that your dealer cannot handle, contact us:

Trek-Bontrager Bikeurope BV
ATTN: Customer Service   Ceintuurbaan 2-20C
801 W. Madison Street   3847 LG Harderwijk
Waterloo, WI 53594   The Netherlands
920.478.4678 Tel: +31 (0)88-4500699
www.trekbikes.com 

This manual meets the requirements for the following standards:

•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16 CFR Part 1203
• ASTM F 1447-06
• EN 1078
• AS/NZS 2063:2008

Helmets tested by:
Taicang ACT Sporting Goods Testing Co., Ltd
No. 35 Zhenghe Road, Ludu Town,
Taicang City, Suzhou, Jiangsu Province, China 215412
86.512.53230300

Notified by:
Polski Rejestr Statków S.A. (PRS) - Notified Body No. 1463
Al Gen. Józefra Hallera 126 80-416
Gdańsk, Poland

Polski Rejestr Statkow S.A. 80-416 Gdańsk, Poland

Telefication BV
Edisonstraat 12A, 6902 PK 
Zevenaar, Netherlands
Notified Body # 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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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MET FEATURES
Bontrager helmets offer a range of features to provide a great fit. Follow the instructions 
that apply to your helmet. Consult your dealer if you are not sure which features your 
helmet has or if you need more help.

Illustrations may not exactly match your helmet – that’s okay. Not all Bontrager helmets 
include all the listed features.

Parts of a helmet

Fit system

Chin strap
Strap divider

Buckle
Rear fit systems

System Adjustments

Height of rear fit system Tightness

Elastic 
band

No adjustments needed – just pull the helmet on

Headmaster

YOKE

ANCHOR

Slide to change 

Boa

Pull plugs out and press 
into new position

Tighten for snug fit Loosen for loose fit

USE AND CARE
•  Wear the helmet in the correct position, with your forehead protected  

(see Figures 1 and 2).

Figure 1. Correct helmet position Figure 2. Incorrect helmet position

•  The helmet is designed to be retained by a strap under the lower jaw (see Figure 3). 

Figure 3. Correct position of chinstrap

• Test the adjustments before every ride (see page 8). 

•  Keep your helmet clean. Wash it with mild soap and water. The pads are machine 
washable in cold temperature, gentle cycle. Do not put pads in the dryer. 
Replacement pads are available from your dealer.

•  Avoid high heat, such as inside a car on a sunny day. Excessive heat can damage 
the liner or shell, or make them come apart. 

•  Avoid chemicals. The helmet may be damaged and rendered ineffective by 
petroleum and petroleum products, cleaning agents, paints, adhesives and the like 
without the damage being visible to the user. This includes insect repellants that 
contain DEET.

•  Replace an old helmet or a helmet with damage. The helmet is designed to absorb 
shock by partial destruction of the shell and liner. This damage may not be visible. 
Therefore, if subjected to a severe blow, the helmet should be destroyed and 
replaced even if it appears undamaged. The helmet has a limited lifespan in use and 
should be replaced when it shows obvious signs of wear. Helmet parts lose strength 
over time, so even if the helmet has not been impacted or damaged, replace it after 
three years from date of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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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nd attachments (not available on all helmets)

Adjustable (and removable)  
visor (screws)

Removable visor 
(mushroom plugs)

Front Blendr mount  
(GoPro & Bontrager Ion 
light compatible)

Rear Blendr mount  
(Flare light compatible)

Cover holes when visor 
not in use

Neo Visor

1

2
1

2

Since1980.

Chinstrap buckles

Fidlock buckle Fasten: 
Bring magnets together

Squeeze buckle Fasten

LockDown Fasten LockDown Unlocked
To make strap adjustments, unlock the divider. Once adjusted, lock the divider.

FlatLock No adjustments 
needed – just pull the 
helmet on

Fidlock buckle Unfasten: 
slide sideways

Squeeze buckle Unfasten

Strap di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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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THE HELMET
NOTES: All directions (left, right, front, rear) refer to the helmet as worn on the head.

For an illustration that shows how to operate a feature or fit system, see pages 4-6.

To check helmet size
Some models of Bontrager helmets offer different sizes to fit different head sizes. To 
check for the right size, put it on your head and adjust the rear fit system (see page 4).  
A good fit is snug, but not tight.

To adjust the fit
1. Place the helmet on your head. It should be level so that it sits just 
above your eyebrows and covers your forehead. 

Unlock the strap dividers.

2. On the left side, hold the buckle under your chin, and slide the strap 
divider just beneath your earlobe. The straps should sit flat against your 
head.

Lock the strap divider.

3. From the right side of the helmet, pull any left-side slack across the 
back of the helmet.

Then repeat Step 2 on the right side.

4. Make sure the chinstrap is correctly threaded through the right 
buckle, and fasten the buckle. 

To keep the chinstrap from loosening or flapping, it must be tucked 
through the keeper.

5. Make sure the buckle is correctly fastened:
• Listen for a click as the buckle engages. 
•  Attempt to pull the buckle apart with the chinstraps. It should not 

come apart.

6. Adjust the chinstrap so that it is positioned snugly against the 
bottom of your jaw as shown.

To test the adjustments
To be effective, a helmet must fit and be worn correctly. To check for correct fit, place 
the helmet on head and make any adjustments indicated. Securely fasten the retention 
system. Grasp the helmet and try to rotate it to the front and rear. A correctly fitted helmet 
should be comfortable and should not move forward to obscure vision or rearward to 
expose the forehead. Consult your dealer if you cannot correctly adjust your helmet.

To secure excess chinstrap
Depending on the size of your head, you may have excess chinstrap after adjustments. 
You can fold it up and tuck it into the strap keeper, or you can cut it. 

If you choose to cut the chinstrap, leave at least 1 inch (25mm) past the buckle.  

After cutting, melt the end of the chinstrap to prevent fraying. Be careful with high heat 
near the helmet. The strap is flammable. Avoid contact with the melted nylon until it 
cools because it can burn.

LIMITED WARRANTY 
Trek Bicycle Corporation warrants each new Bontrager helmet against defects  
in workmanship and materials. For details, visit our website.  
www.trekbikes.com/bontrager/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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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喜
感谢您选择 Bontrager 自行车头盔。这款头盔的构造符合性能和安全性的高标准。 
通过正确的调整、保养和维护，这款头盔将保护您安全骑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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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安全信息

碰撞更换政策
如果在拥有头盔后的第一年内发生碰撞，我们将为您免费更换头盔。 
仅需与我们或您当地的零售商联系，提供经历碰撞的头盔、销售收据原件或发票 
说明事件详情和替换头盔的回邮地址即可。

头盔必须正确穿戴和保养，方可提供保护。仔细阅读并遵循以下说明：

• 建议您在骑行时随时佩戴头盔。 
没有任何头盔能够在任何类型的骑行事故中完全防止受伤，包括脑震荡。 
无论头盔的类型如何，未使用 WaveCel 材料的位置性能类似于硬质泡沫头盔。

• 建议您在骑行时随时佩戴头盔。 
没有任何头盔能够在任何类型的骑行事故中完全防止受伤，包括脑震荡。 
无论头盔的类型如何，未使用 WaveCel 材料的位置性能类似于硬质泡沫头盔。

• 安全地骑行。严重的撞击、尖锐的物体、 
不当使用或不当调整都可能导致人员受伤或死亡。

• 确保您的头盔适合您的骑行类型。这款头盔设计用于休闲骑行； 
它所提供的保护无法比拟针对更严酷运动而设计的头盔。 
如果您打算做的不仅仅是休闲骑行，请选择提供充分保护的其他头盔型号。

• 任何东西卡在头和头盔之间，都会降低防护效果。帽子、围巾， 
甚至一些过于高耸的发型都可能会让头盔在撞击时移动。如果头盔受到撞击，发夹、
头戴式耳机或头盔下的其他物品都可能会伤到您。

• 请不要修改头盔。除了头盔制造商推荐的附件之外，请勿在头盔上添加任何附件。 
这包括贴纸或不干胶标签。

• 避免窒息。在攀爬时，或进行其他活动时，如果佩戴头盔会导致束缚， 
则儿童不应该佩戴此头盔，因为可能会有被缢死或窒息的风险。

• 异物可能会通过通风孔穿透头盔。棍子、石头或昆虫可能通过通风孔进入头盔内部。

 警告

使用新头盔前，请阅读本手册
我们知道您想出去骑行。但在此之前，请务必正确调整头盔，确保您的安全。

家长或监护人：请向您的孩子解释本手册中的信息。

联系我们
如果您对本手册有疑问，请咨询您的经销商。如果经销商无法处理您的问题或疑问， 
请与我们联系：

Trek-Bontrager Bikeurope BV
ATTN: Customer Service   Ceintuurbaan 2-20C
801 W. Madison Street   3847 LG Harderwijk
Waterloo, WI 53594   The Netherlands
920.478.4678 电话：+31 (0)88-4500699
www.trekbikes.com 

本手册符合以下标准的要求：

• 美国消费品安全委员会 16 CFR 第 1203 部分
• ASTM F 1447-06
• EN 1078
• AS/NZS 2063:2008

头盔测试者：
太仓型动运动用品检测有限公司
中国江苏省苏州太仓市
陆渡镇郑和路 35 号 邮编：215412
0512-53230300

通知人：
Polski Rejestr Statków S.A. (PRS) - 公告机构第 1463 号
Al Gen.Józefra Hallera 126 80-416
Gdan´sk, Poland

Polski Rejestr Statkow S.A. 80-416 Gdan´sk, Poland

Telefication BV
Edisonstraat 12A, 6902 PK 
Zevenaar, Netherlands
Notified Body # 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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头盔功能
Bontrager 头盔通过一系列功能实现良好的适合性。 
请按适用于您的头盔的说明进行操作。如果您不确定头盔具有哪些功能，或需要更多帮助，
请咨询您的经销商。

图解可能不完全符合您的头盔 - 没关系。并非所有 Bontrager  
头盔都包含所有列出的功能。

头盔的组成部分

适配系统

下颌带
头盔束带调节扣

带扣
后部适配系统

系统 调整

后部适配系统的高度 紧度

弹力 
带

无需调整 - 带上头盔即可

Headmaster

YOKE

ANCHOR

滑动以调整 

Boa

将塞子拔出， 
然后按入新的位置

拉紧以紧密贴合 放松以宽松贴合

使用和保养
•  将头盔戴在正确的位置，保护前额 

（见图 1 和 2）。

图 1.正确的头盔位置 图 2.不正确的头盔位置

•  头盔通过下颚下方的束带固定（见图 3）。

图 3. 下颌带的正确位置

• 在每次骑行前测试调整结果（见第 8 页）。

•  保持头盔清洁。用温和的皂液和水清洗。内胆可以温和循环进行低温机洗。 
请勿将内胆放入烘干机。替换内胆可从您的经销商处购买。

•  避免高温，例如在晴天置于车内。过高的热量可能会损坏内胆或外壳， 
或使它们脱开。

•  避免接触化学品。石油和石油产品、清洁剂、油漆、 
粘合剂等可能会损坏头盔并使之失效，并且这种损坏可能肉眼不可见。这包括含有 
DEET 的驱虫剂。

•  请更换旧头盔或损坏头盔。头盔通过外壳和内胆的部分破坏来吸收震动。 
这种损坏可能肉眼不可见。因此，如果受到重击，即使头盔看似完好无损， 
也应销毁并更换。头盔的使用寿命有限，如有明显的磨损迹象，则应更换。 
头盔零件的强度会随着时间的推移而减弱，所以即使头盔没有遭受冲击或损坏， 
仍应在三年后更换。 头盔的部件会随着时间的推移失去强度。 
因此即使头盔没有受到撞击或损坏，也强烈建议在购买之日起三年后更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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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件和附件（不适用于所有头盔）

可调节（可拆卸） 
帽舌（螺丝）

可拆卸的帽舌 
（蘑菇型塞子）

前 Blendr 安装座 
（兼容 GoPro 和 

Bontrager Ion 灯）

后 Blendr 安装座 
（兼容 Flare 灯）

未使用时帽舌遮盖螺丝孔 Neo 帽舌

Since1980.

1

2
1

2

下颌带带扣

Fidlock 带扣 固定：  
使磁铁吸到一起

挤压带扣 固定：

LockDown 固定 LockDown 松开
要调整头盔束带，请松开调节扣。调整完毕后，锁定调节扣。

FlatLock 无需调整 –  
带上头盔即可

Fidlock 带扣 松开： 
朝侧面滑动

挤压带扣 松开

头盔束带调节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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测试调整结果
要提供有效保护，就必须正确调整并佩戴头盔。要检查是否合适， 
请将头盔放在头上并进行调整。牢牢固定保持系统。抓住头盔并尝试向前向后旋转。 
正确调整的头盔应该佩戴舒适，不应向前移动以致模糊视野或向后移动以致露出前额。 
如果您无法正确调整头盔，请咨询您的经销商。

固定多余的下颌带
根据头部的大小，调整后可能会有多余的下颌带。您可以把它折起来，并塞入束带夹头中，
或者可以将其剪短。

如果您选择剪短下颌带，请至少在超过带扣 1 英寸（25 毫米）的位置剪短。

剪切后，熔化下颊带的末端以防止须边。请注意头盔附近的高温。束带为易燃材料。 
在熔化的尼龙冷却前避免接触，因为可能灼伤。

有限保修 
Trek Bicycle Corporation 保证每件新的 Bontrager 头盔在工艺和材料方面没有缺陷。 
有关详情，请访问我们的网站。www.trekbikes.com/bontrager/guarantee

调整头盔
注意：所有方向（左，右，前，后）都是指头盔戴在头上时的方向。

有关如何操作功能或适配系统的图解，请参阅第 4-6 页。

检查头盔的大小
Bontrager 头盔的某些型号提供不同的尺寸，以适应不同的头部大小。要确定合适的尺寸，
请将头盔戴在头上，并调整后部适配系统（请参阅第 4 页）。 
贴合但不紧促，即是适当的尺寸。

调整适合度

1.将头盔戴在头上。它应该是水平的，边缘位于眉毛上方， 
盖住您的前额。

解开头盔束带调节扣。

2.从左侧，将带扣固定在下巴下方，然后将头盔束带调节扣滑到耳垂下。
头盔束带应平贴在头上。

固定头盔束带调节扣。

3.从头盔右侧，将左侧的多余部分绕过头盔后部拉紧。

然后在右侧重复第 2 步。

4.确保下颌带正确地穿过右侧带扣，然后固定带扣。

为防止下颌带松动或摇摆，必须将其夹在夹头内。

5.确保带扣正确固定：
• 扣上带扣时听到咔嗒声。
•  拉动下颌带，看看带扣是否会脱开。它不应该脱开。

6.如图所示，调整下颚带以使其紧贴下颚底部。



축하드립니다.
본트래거 헬멧을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헬멧은 최고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헬멧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수하며 안내 방법에 따라 착용하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목차
새 헬멧 착용 전 사용자 매뉴얼 보기 ................................................................................... 22

문의처 ................................................................................................................................. 22

중요한 안전 정보 ................................................................................................................. 23

파손 교체 규정 .................................................................................................................... 23

사용 및 관리 ........................................................................................................................ 24

헬맷 기능............................................................................................................................. 25
헬맷 부품 ......................................................................................................................... 25
턱끈 버클 ......................................................................................................................... 26
스트랩 디바이더 .............................................................................................................. 26
액세서리 및 부착물 ......................................................................................................... 27

조정 ..................................................................................................................................... 28
착용감 조정 ..................................................................................................................... 28
핏 조정 ............................................................................................................................. 28
조정 테스트 ..................................................................................................................... 29
턱끈 조정 ......................................................................................................................... 29

제한 보증............................................................................................................................. 29

20 21



22 23

중요한 안전 정보

파손 교환 규정
헬멧 구매 후 1년 내에 충돌로 인해 파손된 경우 무상 교환해 드립니다. 파손된 헬멧, 구매 
영수증, 사고 발생 원인, 교환 제품 배송 주소를 지역 매장 담당자 또는 본사로 알려 주시면 
새로운 헬멧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헬멧은 올바르게 착용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  우리는 사이클링을 할 때 항상 헬멧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헬멧도 뇌진탕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사이클링 사고에서 완벽하게 부상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헬멧의 스타일에 
상관없이, 웨이브셀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 지점에서의 특성은 고체 폼 헬멧과 유사할 
것입니다.

•  우리는 사이클링을 할 때 항상 헬멧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헬멧도 뇌진탕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사이클링 사고에서 완벽하게 부상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헬멧의 스타일에 
상관없이, 웨이브셀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특성은 고체 폼 헬멧과 유사할 
것입니다.

•  안전한 주행 강한 충격, 날카로운 물체, 올바르지 않은 착용 및 조정법은 심각한 부상 또는 
생명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주행 스타일에 맞는 헬멧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헬멧은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격한 운동을 즐기는 라이더를 위한 적절한 보호 기능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경우 다른 헬멧 제품을 선택해 주십시오.

•  머리와 헬멧 사이에 방해물이 있는 경우 보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모자, 스카프, 
헤어스타일에 따라 충격 시 헬멧의 위치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헬멧에 충격이 가해지면 
바렛, 헤드폰, 헬멧 아래의 부착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헬멧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헬멧 제조사가 추천하는 부착물 이외의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티커 또는 접착용 라벨을 포함합니다.

•  질식 예방 어린이들이 상하로 이동하거나, 놀이 시 헬멧 끈이 목에 걸려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헬멧의 통풍 구멍을 통해 공기가 유출입됩니다. 나무 조각, 돌, 벌레가 통풍 구멍을 통해 
헬멧 내부로 유입됩니다. 

 경고:

새 헬멧을 착용하기 전 매뉴얼을 자세히 확인하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 보십시오. 출발 전, 헬멧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자전거를 타는 아동에게 매뉴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의
본 매뉴얼의 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은 지역 매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매장 담당자가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은 본사 고객 지원 담당자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Trek-Bontrager Bikeurope BV
수신: Customer Service   Ceintuurbaan 2-20C
801 W. Madison Street   3847 LG Harderwijk
Waterloo, WI 53594   The Netherlands
920.478.4678 전화: +31 (0)88-4500699
www.trekbikes.com 

본 매뉴얼은 아래 표준 규정 요건을 준수합니다.

•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16 CFR Part 1203
• ASTM F 1447-06
• EN 1078
• AS/NZS 2063:2008

헬멧 테스트:
Taicang ACT Sporting Goods Testing Co., Ltd
No. 35 Zhenghe Road, Ludu Town,
Taicang City, Suzhou, Jiangsu Province, China 215412
86.512.53230300

알림:
Polski Rejestr Statków S.A. (PRS) - Notified Body No. 1463
Al Gen. Józefra Hallera 126 80-416
Gdan´sk, Poland

Polski Rejestr Statkow S.A. 80-416 Gdan´sk, Poland

Telefication BV 
Edisonstraat 12A, 6902 PK 
Zevenaar, Netherlands 
Notified Body # 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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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기능
본트래거 헬멧은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멧 사용법에 
따라 착용합니다. 헬멧의 기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 매장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림에 표시된 헬멧은 사용 중인 헬멧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본트래거 헬멧이 표시된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헬멧 부품

핏 시스템

턱끈
스트랩 디바이더

버클
후방 핏 시스템

시스템 조정

후방 핏 시스템의 높이 수축 강도

유연성 강도 
밴드식

조정이 필요 없음 - 머리 위로 헬멧을 눌러 씁니다

Headmaster

YOKE

ANCHOR

밀어서 조정 

Boa

플러그를 뽑아 새로운 
위치에 끼워 누릅니다

편안한 착용감이 
들도록 조입니다

여유 공간을 두어 
느슨하게 합니다

사용 및 관리
•  헬멧이 앞 이마 부분에 닿도록 바르게 착용합니다(그림 1 및 그림 2 참조).

그림 1. 올바른 헬멧 착용 그림 2. 잘못된 헬멧 착용

•  헬멧의 턱끈이 아래 턱 부분을 감싸듯이 착용합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올바른 턱끈 위치

• 자전거를 타기 전에 조정합니다(8 페이지 참조) 

•  헬멧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희석된 비눗물로 부드럽게 세척합니다. 헬멧의 보호 패드는 
부드러운 옷감을 세탁하는 약 단계에서 찬물로 세탁합니다. 헬멧 패드는 건조기에 넣지 
마십시오. 지역 매장에서 새로운 패드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온도가 상승한 차량 내부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온도가 높으면 열로 
인해 라이너 또는 외피가 손상되거나 분리될 수 있습니다.

•  화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학 용액 또는 화학 제품, 세척제, 페인트, 접착제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손상이 발생하여 기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DEET 
성분이 포함된 벌레 퇴치제를 포함합니다.

•  오래된 헬멧 또는 손상된 헬멧은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헬멧은 충격 흡수 시 라이너 
및 외피가 부분적으로 파손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헬멧의 손상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헬멧에 심한 충격이 가해진 경우 외관상 손상된 부분이 없더라도 
새로운 헬멧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헬멧의 수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관상 마모된 
부분이 발견되면 교체해야 합니다. 헬멧의 부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약화됩니다. 
따라서 헬멧이 강한 충격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3년마다 새로운 헬멧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헬멧 부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며, 따라서 헬멧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손상이 없다하더라도 구매일자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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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및 부착물(일부 헬멧에 해당)

조정 가능(탈착 가능) 바이저
(나사)

탈착 가능한 바이저(머시룸 
플러그)

전방 Blendr 마운트(GoPro 
및 본트래거 이온 라이트 
장착 가능)

후방 Blendr 마운트(플레어 
라이트 장착 가능)

바이저 분리 시 구멍 닫음 네오 바이저

Since1980.

1

2
1

2

턱끈 버클

피드락 버클 잠그기: 
마그넷을 연결합니다

스퀴즈 버클 잠그기:

LockDown 잠그기 LockDown 풀기
끈을 조정하려면 디바이더를 엽니다. 조정 후 디바이더를 잠급니다.

플랫락 조정이 필요 없음 
- 머리 위로 헬멧을 눌러 
착용합니다

피드락 버클 밀어서 엽니다

스퀴즈 버클 풀기:

스트랩 디바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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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테스트
안전을 위해 헬멧을 바르게 착용합니다. 헬멧의 올바른 착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헬멧을 눌러 
쓰고 그림과 같이 조정합니다. 고정 장치를 안전하게 조입니다. 헬멧을 잡고 앞과 뒤 방향으로 
움직여 봅니다. 착용한 헬멧이 편안한지 확인하고, 이마 아래로 흘러 내려 시야를 가리거나 뒤로 
젖혀져 이마가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헬멧이 올바르게 조정되지 않으면 지역 매장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턱끈 조정
머리 크기에 따라 조정된 턱끈 부분이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접어서 끈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잘라냅니다.

턱끈을 잘라내는 경우 버클에서 최소 25 mm(1 인치) 정도를 남깁니다.

잘라낸 턱끈의 끝부분은 실이 풀어지지 않도록 약한 불로 녹입니다. 헬멧에 열기가 닿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끈은 불에 약합니다. 턱끈은 나이론 재질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열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제한 보증 
Trek Bicycle 사는 본트래거 헬멧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하자에 대해 보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www.trekbikes.com/bontrager/guarantee

헬멧 조정
주의: 방향(전후좌우) 표시는 착용 방향을 의미합니다.

기능 또는 핏 시스템을 표시한 그림은 4-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헬멧 크기 확인
본트래거 헬멧의 일부 제품은 머리 크기에 맞춰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크기를 확인하려면 머리에 착용한 후 후방 핏 시스템을 조정합니다(4 페이지 참조). 착용 시 너무 
헐렁하거나 조여서는 안 됩니다.

헬멧 조정

1 헬멧을 착용합니다 이마를 가리고 눈썹 바로 윗부분까지 헬멧을 눌러 
착용합니다.

스트랩 디바이더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2. 왼쪽의 턱 아래 부분에 있는 버클을 잡고 귓볼 부분까지 스트랩 
디바이더를 밉니다. 끈이 머리에 평평하게 닿아야 합니다.

스트랩 디바이더를 잠급니다.

3. 오른쪽으로부터 헬멧의 후방 부분으로 슬랙을 당깁니다.

오른쪽에서 2단계를 반복합니다.

4. 턱끈을 오른쪽 버클에 끼워 넣고 버클을 조입니다.

턱끈이 느슨해지거나 꼬이지 않도록 보호대에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5. 버클이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버클이 고정되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  턱끈을 당겨 버클에서 분리합니다. 완전히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그림과 같이 턱 아래 부분을 편안하게 감싸듯이 턱끈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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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このマニュアルの日本語版を見つけるには、trekbikes.com内のマニュアルと 
ユーザーガイドページを御覧ください。

ML  Untuk melihat manual ini dalam bahasa anda, pergi ke halaman  
trekbikes.com/manuals..

TH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ดูคู่มือนี้ในภาษาของคุณ โปรดไปที่หน้า trekbikes.com/manu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