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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를 최대한 오래 사용하는 데는 제품의 사용 유형 및 강도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유지 관리가 얼마나 잘 수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용 빈도 및 거리
캐리어를 자주 사용하고 사용 거리가 늘어날수록 마모는 더 빨리 진행됩니다.

부하
캐리어에 적재하는 중량이 높을수록 특정 부품의 마모 속도가 증가합니다. 

부하 조건
과격한 코너링, 급가속, 제동 및 험한 지형은 모두 여러 부품의 마모 증가에 영향을 줍니다.

기후의 영향
자외선, 극한 온도, 습도, 도로 먼지(모래 및 흙) 및 염분은 캐리어 마모에 영향을 줍니다.

보관
캐리어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은 부품 마모를 줄이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지 관리 수준
서비스 주기, 유지 관리 방법, 보관, 세척, 서비스 및 점검 작업은 모두 주요 부품의 마모를 
대폭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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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암  
분리하여 손상 점검 
a. 볼 조인트 
b. 백업 스트랩 
c.  본체 균열, 특히 VersaWing 연결 구멍

VersaWing  
파손, 균열, 풀림 등의 손상 점검

직물 
찢어짐, 구멍, 이음매 벌어짐 및 기타 손상을 점검합니다.

벨트 및 안전벨트 
띠와 실의 해어짐, 절단 및 기타 손상을 점검합니다.

버클 
버클 손상 점검

바퀴, 베어링, 바퀴살 및 축  
청결 상태, 부식, 원활한 작동 및 버튼 정상 작동 점검

서스펜션  
스프링의 균열, 파손 또는 심각한 부식 점검

핸들바  
CX의 빠른 해제 버튼 및 브라켓의 고정 상태 점검

자동 잠금 브라켓  
접이식 부위의 정상 체결, 헐거움, 손상, 균열 및 원활한 
작동 점검

빠른 해제 메커니즘 
레버 부착물 점검

주차 브레이크 기능  
정상 작동 및 잠금 기능 점검

조임 부품  
조임 상태, 너트 누락, 볼트 누락, 과도한 부식 점검

프레임  
프레임 부품의 찌그러짐, 균열, 과도한 부식 또는 파손 
점검

액세서리  
캐리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액세서리 점검

사용하는 동안 캐리어의 수명을 늘리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에 특히 주의하며 설명서에 
따라 매달 점검하는 것입니다.:

점검 목록

참고 - 캐리어에서 비정상적인 마모 및 찢김의 징후를 보이는 부품이 있을 경우 공인 Thule 체리엇(Chariot) 소매점에 
즉시 문의하십시오. 공인 Thule 체리엇(Chariot) 소매점에서는 캐리어 성능을 극대화하고 즐거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thule@mailnj.custhelp.com으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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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le 제품은 사용 유형 및 빈도 그리고 
개별 제품의 서비스 및 유지 관리 상태에 
따라 자연적으로 마모되고 찢어지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 조건 하에서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사용된 
개별 부품은 보증이 만료되기 전에 마모 한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마모되는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전자 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hule@mailnj.custhelp.com

서비스 및 관리
여러 요인이 마모 및 찢김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요인  
중 일부는 다음 지침을 따를 경우 예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장기간 직사광선 노출을 피하십시오.  

 캐리어는 항상 건조한 공간에 보관하십시오. 

 외부에 보관할 경우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관 커버를 사용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십시오. 

 추위: -20°C/-4°F 미만의 매우 추운 날씨에는 
일부 재질이 부서지기 쉬우며 균열에 민감한 
상태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캐리어의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손상된 부위는 즉시 수리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설명서에 따라 캐리어를 
세척하십시오. 

 캐리어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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