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TIP!

설치 TIP!

핸들바 마운트 TIP!

주의사항!

설치 방법

구성품

고무밴드 위에 마운트를 위치시킨 후 나사를 조여주세요. 어댑터와 결합된 홀더를 마운트에 연결해 주세요. 스마트폰 장착 후 밴드로 고정시켜 주세요.

안전을 위하여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절대 조작하지 마세요!

설치 또는 제거시에는 십자 나사 돌리개를 사용하세요. 나사를 과도하게 조일 시 마운트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직경 32mm 보다 조금 작은 직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두께 적용을 위한 2개의 고무 패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M432 제품은 아콘의 GN079-SBH 마운트와 호환이 가능하며 GN079-SBH는 차량 전용 마운트 입니다.

SM432 - 메가 그립 자전거 / 오토바이 핸들바 스마트폰 거치대 - 직경 32mm 이하 핸들바 (Bicycle Handlebar Mount with Mega Grip Universal Smartphone Holder)

GN032-SBH 오토바이/자전거 핸들바용 듀얼 T 탭 마운트SM040-2 아콘 메가 그립 스마트폰 홀더 APLSSTRAP 듀얼 T 탭 타입 낙하방지 스트랩 어댑터 

Designed in U.S.  l  Made in China l  Packed in Korea
l ISO 9001:2000 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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