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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잘 통하고 눈사태, 산사태, 홍수 등의 우려가 없고 지반이 단단하며 물이 잘 빠지는 평평한 
     장소를 골라 설치해 주십시오.

□ 모닥불이나 불꽃 근처에서 조립 및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불똥이 튀어서 
     원단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액이 부착되면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수액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는 피해서 설치해 주
     십시오. 용제 등으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원단이나 코팅이 손상됩니다.

□ 타프 설치시에는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폴을 단단히 고정하고 펙을 확실하게 박아 주십시오. 폴이 
     넘어지거나 폴 끝이 튀어 오르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지므로 주위의 안전을 확인해 주십시오.

□ 연소식 랜턴이나 스토브, 히터 등의 열원 근처에서 조립 및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일 열원이 넘어지
     거나 낙하해도 불이 붙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 기상 상황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악천후가 예상될 때는 서둘러 캠핑을 중지하고 안전
     한 장소로 대피하십시오.

□ 타프는 표면적이 넓어서 체감 풍량보다 훨씬 큰 힘을 받습니다. 사용 중에는 펙(Peg)이나 밧줄이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 때는 타프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스노우피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본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취급설명서는 잘 보관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야외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때로는 제품의 성능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
에 직면할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의 성능을 잘 이해하신 후 안전한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화기엄금

날씨/기상 상황

설치/설치 장소

□ 이 타프의 소재는 난연성이 아닙니다. 연소식 랜턴이나 스토브, 히터 등의 열원을 피해 사용해 주
    십시오.



●헥사(L)
   두갈래 10mx2
             3mx2
             2mx2

●헥사(Ｍ)
   두갈래 10mx2
             3mx2
             2mx2타프본체 X 1 수납케이스 X 1 폴케이스 X 1 펙케이스 X 1

헥사(M)

 ■ 세트내용

●윙 폴 280cm×1개

●윙 폴 240cm×1개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 삼아 설치해 보시고 부속
     품과 설치순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만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구입하신 판매점이나 본사 
     A/S 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권장 폴 사이즈(능선 곡선부를 185~200cm로 설정)
     헥사(L) 280cm×1개, 240cm×1개

헥사(M) 280cm×1개, 240cm×1개

□ 기본적인 설치에는 타프용 폴×2개, 펙×8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권장 사이즈를 참고하
     신 후 준비해 주십시오.

□ 권장 펙 사이즈
    지면에 타설하는 길이 25cm 이상×8개

단위 cm 단위 cm

헥사(L)●윙 폴 280cm×1개
●윙 폴 240cm×1개

스토퍼 로프

□ 세트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조건으로 하여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세트에 포함
    되지 않은 사이즈의 펙이나 로프 등을 이용하여 상황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펙이나 로프, 
    스토퍼 등은 소모품 이므로 항상 여비를 가지고 다니실 것을 권장합니다.

※『HD 타프 쉴드 헥사 L ,M 프로 세트』추가 구성 내용  (TP-762S/ TP-761S)  

윙폴 (L:280cm, 240cm), (M:280cm, 240cm), 솔리드 스테이크40 (X4), 솔리드 스테이크30 (X4), 펙 해머 Pro C, 로프 케이스,

펙 해머 케이스 (◎ TP-741/742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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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 삼각금속구

스토퍼

로프조절
부분 폴 타프

1) 반드시 2인 이상이 설치 하십시오.

2) 타프본체를 평평한 장소에 폅니다.

3) 폴의 끝을 타프의 삼각고리에 꽂고, 그 위
   에 메인로프(두줄)를 겁니다. (2군데) 이 때, 로
    프의 텐션 조절 부분은 스토퍼의 위치를 조
    절하여 같은 길이로 만드십시오. (그림A)

4) 2개의 폴을 세우고 각각의 폴을 연결하는 타프의 능선 바깥쪽의 메인로프(두줄)를 당겨, 폴을 중심
    으로 좌우 약45도의 위치에 펙을 박습니다.(그림B)

■ 설치, 철수, 수납은 이하의 설명에 따라 반복 연습하여 실제 캠핑을 대비해 주십시오. 무리한 설
     치, 철수는 본체나 폴의 파손,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HD 타프 헥사(L)
●HD 타프 헥사(M)

10m 두 갈래 10m 두 갈래

메인 로프

■ 플라이시트 전면도

 ■ 부분명칭/로프연결 위치

메인 로프

두갈래
 로프

두갈래 로프

삼각금속구

타프폴

서브 로프

서브 로프

(긴 윙)2m

폴

폴
 240m
(280m)

폴
 280m
(240m)

3m(짧은 윙)

설치순서

고리 달린 테이프
코너

능선

메인 
코너

타프의 중심

메인 로프

서브 로프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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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프의 
중심

※ 느슨하게 해야 완성시에 능선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그림E).

5) 로프의 조정구 위치를 조절하여 능선 부분을 2할 정도 느슨하게 합니다.

※ 로프 사이의 각도가 90도 이상 벌려진 위치에서 펙을 박으면 폴에 텐션이 전해지지 않아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펙은 타프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박으십시오. 설치 하였을 때, 로프와 폴의 각도는 45도 이상 되는 곳에
    펙을 박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도면C) 또한, 펙을 박는 각도는 로프와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도면D)

6) 타프의 중심과 각 윙의 코너를 잇는 연장선상(각 코너의 고리 달린 테이프 장착 방향의 연장선상)에 서브 로
    프를 당겨 펙을 박습니다.(4군데)(그림F)

7) 서브 로프부터 번호순으로 팽팽하게 당깁니다. 양 윙의 서브 로프는 대각선의 로우 텐션으로 8할
    정도의 힘으로 균등하게 당겨 능선부가 예쁘게 생기게 한 후, 메인 로프를 팽팽하게 당깁니다. 마
    지막으로 로프 전부를 다시 한번 번호순으로, 남은 2할 정도의 힘으로 당겨 완성합니다(그림G).

느슨함

※ 로프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너무 세게 잡아당긴 경우,     
     그 방향으로 큰 주름이 생기며, 주름이 생긴 코너의 서브로프를 약간 풀어서 전체적인     
     텐션의 밸런스를 조절 하십시오.(그림H)

※ 타프가 느슨하거나 주름이 생긴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바람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쓰러지거나 빗물이 고여 무거워져 위험합니다.

그림H

그림E 그림F 그림G

※ 로프 방향이 틀어지면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설치가 잘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림B 그림C 그림D

두갈래용
로프

두갈래용
로프 45。

이상
스토퍼

지면

로프

펙

폴폴

능선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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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원단에도 고성능의 발수가공
     을 실시하고 있지만, 원단의 특성상 발수성능(발수 방법, 내구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
     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  발수·방수가공의 원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간에 걸친 사용으로 인한 발수기능의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수성이 저하되었을 때는 시판되는 발수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십시오. 스프레이는 
     주의사항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방수성이 좋은 원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간 빗물 등의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물이 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원단은 UV컷 가공을 실시하였습니다. UV컷 가공은 인체에 있어서 유해한 자외선의 투 
     과를 억제하는 동시에 원단의 강도열화를 완화 시킵니다.

8) 완성시 폴의 각도는 폴 끝이 메인 로프의 텐션으로 당겨져 바깥 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됩니다. 그 
    때 로프의 각도가 폴에 대해 45°이상이 되는 것이 이상적인 펙 다운 위치입니다(그림C).

 □ 예측 불허의 사태로 본체 프레임 이나 원단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리페어 용품(접착테이프, 비
      닐테이프, 받침대가 될만한 파이프 등)을 휴대하시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십시오. 손상된 채로방
      치하면 더 큰 손상을 야기시키며 수리 불가능한 경우로 이어집니다.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신속
      히 철수하여 주십시오. 

□ 본체 원단의 손상이 있거나, 구멍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접착 테이프로 양면을 붙여서 손상이 
     커지는 것을 막거나 철수해 주십시오.

 자외선의 영향에 관하여

 ■ 케이스 수납
서브폴을 천천히 쓰러뜨려 끝 부분의 삼각고리와 서브로프를 분리 시킵니다. 그 다음 메인폴도 
같은 방법으로 분리시킨 후 펙을 뽑고, 각 각의 로프를 정리한 뒤 수납가방의 길이에 맞게 타프 
본체를 접어 수납합니다.

□  폴이나 펙은 각각의 부속전용 케이스에 끝부분이 위로 향하게 넣어 수납하십시오. 케이스 밖으로 
     폴이 튀어나올 경우 본체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스노우피크 제품의 우수한 품질은 올바른 취급과 보관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품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이하의 사항을 주의해 주십시오.

응급처치

발수/방수성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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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프의 소재는 장기간 햇볕을 받을 경우, 퇴색이나 강도저하 등의 열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
     설용 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자외선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소재의 열화로 내구성의 정도를 넘어선 제품은 수리가 불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유지/보관

수리에 관하여

□ 본 제품에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원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 
     한 변색되기 어려운 가공과 배색 패턴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관상태 등에 의해 약간의 변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젖은 상태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UV 차단 가공은 자외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재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젖은 상태로 보관하면 곰팡이나 냄새, 원단의 물빠짐, 원단의 열화 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 부드러운 브러쉬 등으
     로 먼지를 털어서 보관해 주십시오.

□ 프레임은 표면의 먼지를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보관해 주십시오. 젖은 채로 보관하면 부
     식이 일어나 강도의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죠인트 부분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소량의 실리콘 
     윤활제를 얇게 발라 주십시오.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원단에 기름때가 생기게 되므로 주의 하십 
     시오. 또, 프레임 내부의 쇼크 코드는 불필요하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 고온다습한 곳과 직사광선을 피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원단에 약간의 파손이 생긴 경우 시판 되고 있는 리페어 테이프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리페어 테이프는 설명서를 잘 읽은 후 사용하십시오.    

□ 사용에 따라 광범위 하게 소재가 열화되어 내구의 정도를 넘어선 제품은 수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사용에 대비하여 펙 등의 부속품도 충분히 보존, 점검해 주십시오.

□ 본격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구입하신 판매점 또는 본사 A/S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수리를 의뢰하실 때에는 반드시 충분히 건조시키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해 주십시오.

□ 수리품에는 수리할 곳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메모나 표시를 해주십시오. 또 파손시의 상황을 가
     능한 자세히 메모해 주십시오.

수리품의 운임 및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보증대상의 경우: 왕복운임 및 수리비는 본사에서 부담합니다.

2. 보증대상 이외의 경우: 왕복운임 및 수리비는 고객부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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