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uluth, GA, U.S.A. 

상자에 포함 

 

1. 인쇄된 장착 설명서 

2. 면 헝겊 

3. 1 번 플라스틱 백 및 내용물 

4. 2 번 플라스틱 백 및 내용물  

5. 강철 메인 브래킷 

6. 강철 커버 브래킷 

7. 고무 덮개 

8. 목재 게이지 

9. 사포  60 그리트, 이면 접착성 

 

 

  

 

필요한 공구 및 자재 (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 유리 세정제 

2. 소켓 렌치 및 14mm, 11mm 소켓 

3. 11mm 렌치 

4. 청색 스레드 로커 

5. 펜, 자, 도장용 테이프 

6. 방진 마스크 

7. 보안경 

8. 라텍스 장갑 

 

           



시작하기 전에 보안경과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1. 

FMBCR을 장착할 모터사이클 차체 전면, 특히 2 스레드 

홀을 닦고 건조하십시오.                                         

                                                                                  (그림 1) 

도구: 유리 세정제/면 헝겊   그림 1  

     2. 

그림처럼 메인 브래킷을 모터사이클 차체에 장착하십시오. 

로킹 워셔가 평평해질 때까지 조이십시오.                                       

                                                                                  (그림 2)  

도구: 1번 백 / 청색스레드 로커 / 소켓 렌치 / 14mm 소켓 
그림 2   

     3. 

그림처럼 고무 덮개의 곡선 부분을 위로 하여, 고무 덮개와 

커버 브래킷을 장착하십시오. 조이면 고무 덮개가 똑바로 

됩니다.                                                                  (그림 3) 

도구: 2번 백 / 청색스레드 로커 / 11mm 소켓, 렌치, 11mm 렌치 

  그림 3  

     4. 

고무 덮개의 앞쪽 끝과 앞 타이어까지의 거리를 목재 

게이지에 펜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림 4) 

도구: 목재 게이지 / 펜 
  그림 4  

     5. 

최소 0.75 (혹은 ¾) Inch 인치의, 아니면 1.9 cm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필요하면 고무 덮개의 앞을 사포로 가십시오. 

사포의 이면을 상자나 평평한 목재에 붙여서 

이용하십시오(그림처럼 프론트 휠을 아래로 하십시오). 또한 앞쪽 

모서리 두 개를 둥글게 하십시오.    (그림 5) 참고: 길이와 

모서리가 적절할 때까지 여유를 갖고 사포를 이용하십시오.  

도구: 자 / 도장용 테이프(직선 확인용) / 방진 마스크 / 사포 

                   그림 5 

     

모든 너트와 볼트가  -꽉 조여졌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가 끝나면, 시승을 해보십시오. 앞 브레이크를 적용하면, 프론트 

쇼크가 압축되며, 고무 덮개와 앞 타이어 사이의 거리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도로에서 라이더에게 이물질이 전달되는 간격이 좁아질 

것입니다. 접촉이 생긴다면, 주행 중 고무 타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시승이 끝나면, 고무 덮개 앞면에 앞 타이어 자국이 있나 확인하십시오. 

사포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여, 앞 브레이크 적용 시에도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착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