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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헬멧은 사용 수명이 있으며 확실히 마모된 부분이 보이면 교체해야 합니다. 헬멧을 올바르게 맞추고 조정해서
쓰지 않을 경우 머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본 설명서를 끝까지 읽고 지시사항을 준수하십시오.
그러지 않을 경우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A

B

올바른 예

잘못된 예

제한적인 충격 방지

착용자를 발생 가능한 모든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헬멧은 없습니다. 헬멧은 쉘과 라이너가 부분적으로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한 타격을
받으면 헬멧이 부서졌을 것이고 외형상 손상되지 않은 듯 보여도 교체해야 합니다. 헬멧을 올바로 착용하면
부상을 줄이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속 주행 시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충격력으로 인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안전 헬멧에 사용된 에너지 흡수 소재는 충격이 가해지면 찌그러지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충격에 의해 소재를 완전히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타격이 머리로 전달됩니다.
타격하는 힘이 엄청나게 클 경우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고마다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사고 발생
상황이나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고!

Giant 및 Liv 헬멧은 일반적인 자전거 타기 활동에 참여할 때 머리 부상을 입지 않게 보호하는 데 적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헬멧은 암벽 타기, 스키, 스노우보드 또는 오토바이 타기나, 오토바이 경주 또는 자동차 경주
등 고속 스포츠와 같은 다른 활동에서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지 않았습니다.
헬멧이 머리 전체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머리 부상 중 일부의 경우는 직접적인 충격이 아닌 심각한 앞/뒤 흔들림이 그 원인입니다. 안전 헬멧은 이런
종류의 부상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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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은 헬멧으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안전 헬멧은 목 부위나 헬멧으로 가려지지 않는 머리 부위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헬멧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트랩을 조절해서 헬멧이 머리에 들어맞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보호 기능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
•
•
•
•
•

자전거를 탈 때 언제 어디서나 헬멧을 착용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헬멧을 착용합니다 ‒ 사용자가 선택한 스포츠에 맞게 제작된 헬멧.
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이마 보호를 위해서 헬멧 앞쪽을 눌러 씁니다.
턱 스트랩을 조이고 모든 버클을 안전하게 잠급니다.
헬멧을 탈착용할 때마다 조정된 상태를 확인합니다.
헬멧과 스트랩에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마모되거나 손상된 부위가 눈에
띄는 즉시 새 제품으로 교체하십시오.
• 사고가 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손상 부위가 없더라도 새 헬멧으로 교체합니다.
• 헬멧을 세척할 때는 반드시 중성 비누와 물만 사용합니다.
• 헬멧을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보호 기능 극대화를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
• 헬멧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부속물 외에는 어떠한 부속물도 부착하지 마십시오.
• 버클을 느슨하게 푼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 헬멧 안에 다른 모자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 오토바이 등을 탈 때 이 헬멧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 헬멧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경고!

경고!

헬멧 피팅

보호 효과를 높이려면 헬멧을 머리에 꼭 맞게 올바로 착용해야 합니다. 꼭 맞게 올바로 착용하려면 머리에 쓰고
지시대로 조정하십시오. 리텐션 장치를 단단히 조이십시오. 헬멧을 잡고 앞뒤로 돌려 보십시오. 헬멧을 꼭 맞게
올바로 착용한 경우 편안해야 하고, 앞으로 기울어져 시야를 가리거나 뒤로 넘어가 이마가 드러나서는 안됩니다.
헬멧을 올바르게 맞춰서 쓰지 않을 경우 머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다섯 단계를 통해 헬멧을 올바르게 맞춰서 착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거울을 준비하십시오.
1 단계: 적당한 위치 잡기

이마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헬멧 앞쪽을 내려서 씁니다. 적절한 착용 방법은 그림 A을 참조하십시오.

중요사항: 모든 조절 작업은 헬멧을 적절한 위치에 맞춘 다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제대로 맞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 헬멧이 벗겨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단계: 스트랩 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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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스트랩과 뒤 스트랩은 귀 앞에서 약간 내려간 위치에서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올바른 위치는 그림 B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정보:
청소하기

손상이 사용자의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더라도 헬멧은 석유 및 석유 제품, 세정제, 페인트, 접착제 등에 의해
손상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헬멧은 가정용 클리너를 사용하면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석유계 솔벤트는 유해합니다. 이러한 솔벤트는 헬멧을 손상시켜 보호 기능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부드러운 천이나 스폰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하여 헬멧을 청소하십시오.
보관

매번 사용한 후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헬멧에 묻은 과도한 때를 닦아내십시오. 상기 방법에 따라 헬멧을 청소한
경우, 자연 건조시킨 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과도한 열과 직사 광선은 헬멧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손상된 헬멧은 표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부풀어 보입니다.
경고!

경고!

헬멧이 열 또는 직사 광선 노출로 손상되었다고 의심되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전거 안전 요령

1.자전거 타기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방어 라이딩을 하십시오. 안전은 라이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2.아무리 짧은 거리를 라이딩하더라도 헬멧을 착용하십시오. 사고는 언제 어느 때이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자동차 운전자가 앞에서 회전할 때는 주의해서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
라이더를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4.밝은 컬러의 의복을 입으십시오.
5.모든 교통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6.야간 라이딩은 주간 라이딩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린이는 야간 라이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인의 경우 야간 라이딩 시 반드시 적절한 조명과 반사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야간 라이딩의 안전 장비는
가까운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7.주차된 자동차에 주의하십시오. 자동차 도어가 갑자기 열릴 수 있습니다.
8.자동차 운전자가 라이더를 보고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를 보내고 눈에 띄도록 노력하십시오.

경고!

자전거 헬멧은 자전거를 탈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사용할 용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동안 넘어질 경우 목이 매달리거나 졸릴 위험이 있는 다른 활동을 할 때
어린이가 이 헬멧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항상 헬멧을 착용해야 하나, 자전거에서
내리면 헬멧을 벗어야 합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어린이가 자전거 라이딩 외의 목적으로
자전거용 헬멧을 착용할 경우 목이 졸려 죽을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린이 헬멧은 운동장
장비, 나무 또는 기타 고정된 물체에 매달을 수 있는데, 그 결과 목을 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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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보증

1-1 Giant는 다음에 지정된 기간 동안 Giant 헬멧 제품의 원 구매자에게 제품에 대해 재료 및 제작상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1) 1년 보증
(2) EU 제품 보증 지침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소비자 상품은 원 구매일로부터 2년 동안 보증을 받습니다.
Giant는 EU 제품 보증 지침에 따라 EU 내 국가에 대해 2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1-2 제한 배상

(1)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상기 보증 또는 기타 묵시적 보증에 의한 유일한 배상은 Giant의 재량에 의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국한됩니다. 이 보증은
구매일로부터 발효되어 원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Giant는 계약, 보증,
태만, 제품 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의거한 개인적인 상해, 재산상 손해 또는 경제적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직접,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3 예외 조항

상기 보증 또는 어떠한 묵시적 보증도 다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부품의 통상적인 마멸
(2)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난 개조.
(3) 비정상적이고, 경쟁 및/또는 상용 활동 또는 제품이 설계된 원래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경우.
(4) 제품 사용 설명서/사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상.
(5) 경주, 점프, 내리막길 및/또는 트레이닝과 같은 활동 또는 행사를 위해 이에 참가하여 발생하거나, 제품이
열악한 조건이나 기후에 노출되거나 그러한 조건이나 기후에서 사용한 결과 발생한 페인트 마감 및 도안
인쇄물의 손상.

1-4 주의

(1) Giant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 밖의 다른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상품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여 모든 묵시적 보증은 상기 명시적 보증의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국가는 손해
배상의 제외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 제한 또는 제외가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보증에 대한 모든 클레임은 공인 Giant 소매점 또는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매한 국가 외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수수료 및 추가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증
클레임을 진행하려면 구매 영수증 또는 구매일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에 의해 해당 품목이 Giant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보증 기간 및 세부사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증은 고객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증은 고객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세계 판매점 정보

가까운 지역에 있는 현재 Giant 판매점을 확인하려면
온라인에서 당사의 웹사이트 www.giant-bicycles.com을참조하십시오.
가까운 지역에 있는 현재 Liv 판매점을 확인하려면
온라인에서 당사의 웹사이트 www.liv-cycling.com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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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Giant and Liv helmets are tested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bicycle helmets, both
in-factory and at certiﬁed thirdparty facilities.
The helmet complies with EU 2016/425 EN1078:2012+A1 Helmets for
pedal cyclist and users of skateboards and roller skates
The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can be viewed and downloaded
from https://www.giant-bicycles.com/global/manuals
Tested By : ACT lab LLC
Notiﬁed body :
Teleﬁcation B.V. #0560
Wilmersdorf 50
7327 AC Apeldoorn, The Netherland

Notiﬁed body:
SGS United Kingdom Ltd
Unit 202B, Worle Parkway, Weston-super-Mare,
Somerset, BS22 6WA, United Kingdom
Notiﬁed body No.:0120
Giant Manufacturing Co., Ltd
19, Shun-Farn Road, Tachia Distr., Taichung City, 43774, Taiwan R.O.C
www.giant-bicycl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