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프레임을 릿지 폴에 연결합니다.
A프레임에 붙어 있는 군청색 스티커가 바깥으로 향하도
록 릿지폴을 끼워줍니다. 릿지 폴의 끝부분이 마지막까지 
A프레임에 끼워졌는지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이 때, 
A프레임은 한마디 혹은 두마디의 길이로 연결해 가면, 
다음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본체에 붙어 있는 바이저를 버클부분을 분리하여 A프레임
에서 돌출된 릿지폴에 끼워, 다시 버클을 연결합니다. 
이때 조정벨트는 풀어둔 상태여야 합니다.

바이저를 빠져나온 릿지폴에 
걸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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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프레임은 모두 연결하고, 
핀을 끼워줍니다.
A프레임의 끝부분에 군청색 루프가 연결된 핀을 끼웁니다. 
이 때, A프레임의 양 끝에 동시에 핀을 끼우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프레임과 핀 사이에 손이 끼이
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른 두개의 A프레임도 
모두 연결하여 핀을 끼웁니다.
A프레임 끝부분에 군청색루프가 붙어 있는 핀을 끼웁니다. 
프레임과 핀 사이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
오. 이 단계에서 일단 본체가 자립합니다만, 설치시에 바
람이 불 경우, 불어오는 방향쪽으로 펙다운을 2~3곳을 
임시 고정하신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C프레임을 슬리브에 통과시킵니다.
프레임이 잘 연결 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슬리브에 
끼울때는 프레임을 밀어 넣으면서 끼워 주십시오. 당기면 
각 프레임 연결부분이 빠져버리므로 금합니다. 이 때 
C프레임이 A프레임의 바깥을 교차하도록 합니다.



C프레임에 핀을 집어 넣습니다.
C프레임의 끝부분에 본체 바닥부분의 빨간색 루프가 붙
어 있는 핀을 집어넣습니다. 프레임의 양끝에 각각 핀을 
집어 넣습니다. 프레임과 핀 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2개의 C프레임에 핀을 집어 
넣습니다.
다른 2개의 C프레임이 끝부분에 본체 바닥의 빨간색 
로프가 붙은 핀을 끼웁니다. 프레임의 양쪽 끝에 각각의 
핀을 끼웁니다. 프레임과 핀사이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바이저 벨트를 당겨 조정합니다.
[7]로 릿지폴에 통과시킨 바이저의 벨트를 당겨 조정
합니다.

돌출된 릿지폴의 끝부분을 바이저에 
연결된 포켓에 연결합니다. 
릿지폴 끝부분을 바이저에 붙어있는 포켓에 연결합니다. 
이 때, 링에 손가락을 걸고 적업을 하면, 포켓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포켓 끝부분의 빨간색 루프에 
손가락을 걸고 작업을 해주십시오.
※테이프 끝부분의 O링에 릿지폴이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포켓부분의 벨크로로 묶습니다.
바이저에 대해 포켓부분의 벨크로를 릿지폴에 말아서 
붙입니다.

빨간색

빨간색 로프

빨간색 루프를 잡을 것. 힘으로 당기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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