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MITR
빠른 시작 매뉴얼
이 매뉴얼은 Ant+ 호환 본트래거 
TransmitR 라이트 시스템의 장착과 
사용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제공합니다. 
전체 매뉴얼은 웹사이트 www.
bontrager.com/support/ 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매뉴얼은 아래 추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페어링
• 전체 모델 리스트, 사용 가능 시간
• 문제해결
•  배터리 타입 (및 리모트에 장착하는 
법)

•  신호 켜기와 하이빔 헤드라이트 기능
• 재활용과 폐기
• 적용 정보
• 보증

중요: 
항상 새로운 라이트 제품을 사용할 
때지역의 교통 법규나 조명 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라이트의 
규격이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는" 라이트 
Ion 700 RT는 "보는" 라이트 입니다, 
어두울때 기본적인 시야를 제공하는 
헤드라이트 입니다. 플래쉬 모드에서는 
"보이는" 라이트 기능도 할 수 있지만 
황색 측면 렌즈가 충분한 양의 빛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효과를 
위해서, 라이더는 보는 라이트와 보이는 
라이트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설정 
TransmitR 리모트와 TransmitR 
라이트를 페어링합니다

구석의 버튼
- 각각의 라이트를 조정
-누르고 있으면라이트의 
모드를 보여줍니다

중앙 버튼
- 시스템의 켜기/끄기 (
모든 라이트)
-  페어링된 버튼을 누를 
때 라이트 배터리의 
상태를 보여줌

주의: 이온 700RT, 플레어 RT 같은 
TransmitR 무선 라이트 세트[부품번호 
503063]를 구입하셨다면, 'TransmitR 
리모트 사용하기' 섹션으로 넘어가세요

1. 각 라이트가 페어링되면, 라이트 
위의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고 
전원버튼을 계속 눌러 전원을 끕니다.
2. 페어링 할 TransmitR 라이트를 
리모트와 15cm/6인치 이내에 
놓습니다. 
3. 리모트 위 중앙 버튼을 8초간 계속 
누르고 구석의 버튼이 깜빡거릴 때까지 
있습니다.
리모트가 TransmitR 라이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리모트 
위의 중앙 버튼이 적색에서 연결을 
표시해주는 녹색으로 바뀝니다. 
4. 리모트 위 구석의 버튼을 눌러 
원하는 라이트와 페어링을 합니다. 
라이트가 리모트와 페어링이 되면 
점멸을 멈춥니다. 중앙 버튼이 다시 
적색으로 바뀌고 페어링할 다른 
라이트를 찾습니다.
5. 만약 리모트가 다른 라이트를 
찾으면, 위의 4단계를 반복합니다.
6. 모든 TransmitR 라이트 (최대 7
개까지)가 페어링 되면, 리모트의 중앙 
버튼을 눌러 페어링을 종료합니다. 
적색이 꺼지게 됩니다. 
이제 TransmitR 시스템이 
페어링되었고,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TRANSMITR 리모트 사용하기
TransmitR 리모트로 라이트 조정
하기

모든 라이트 켜기
켜기: 짧게 중앙 버튼을 누릅니다.
끄기: 중앙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라이트 켜기
켜기: 구석의 버튼을 짧게 눌러 
라이트를 조정합니다. 
끄기: 같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라이트 모드 바꾸기
라이트를 선택하는 버튼을 각각 짧게 
누르면 모드가 순차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리모트에서 라이트의 배터리 전원 
상태를 확인합니다  
구석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중앙의 
버튼은 라이트 배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버튼 빛 컬러 전원 잔량
녹색 25% 이상
적색 5%에서 25% 사이
적색으로 깜빡임 5% 미만

환영합니다.

매뉴얼 소개
빠른 시작 매뉴얼입니다 
TransmitR 라이트 시스템 bontrager.
com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라이트의 충전
USB 커버를 열고 마이크로 USB 충전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라이트를 전원에 
연결된 USB또는 컴퓨터 USB로도 
충전 가능합니다.

플레어 RT  이온 700 RT

자전거에 리모트 장착

리모트 브래킷을 
핸들바 위에 
놓습니다

2.5mm 
육각렌치로 
조여줍니다

참고:  핸들바에 장착하기 위해 
22.2mm 둘레의 어댑터 링을 
사용합니다

라이트 마운트 옵션

이온 700 RT 장착이온 700 RT 는 
핸들바 뿐 아니라 블렌더 통합 라이트 
마운트가 있는 특정 본트래거 헬멧에도 
장착 가능합니다 (또는 본트래거 통합 
헬멧 브래킷을 사용하는 다른 헬멧도 
가능합니다.)

플레어 RT 장착 

싱크 브래킷은  반드시 자전거의 구동계 
반대 쪽 후크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마운트를 회전시켜 라이트가 보이는 
것처럼 지면과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플레어 RT는 의자 뒤나 
백팩에도 포함된 클립을 사용해서 장착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본 매뉴얼을 다 읽고도 의문점이 있을 
때는, 대리점이나 기술 지원팀에 
확인하세요:
본트래거 담당: 고객 서비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11 남경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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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라이트나 반사판이 
없는 자전거는 타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 여러분 역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어렵거나, 
타인의 눈에 띄지 않으면, 사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터리가 
충전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경고:

 
배터리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완충 시킨 후에, 전원을
그대로 꼽아두지 마세요.

경고:

FCC  규정
TransmitR 리모트 - FCC ID: 04GTKRMTE
이온 700 RT 헤드라이트 - FCC ID: 
2ADH7I97371576 
플레어 RT 후미등 - FCC ID: 2ADH7Q97371576
이 기기는 FCC 규정 15조를 준수합니다. 동작은 아래 조건들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이 기기는 심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2) 이 기기는 간섭을 
받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기기는 실험을 거쳐 
클래스 B 디지털 기기의 제한을 충족시키며, 
FCC 규정 15항을 준수합니다. 이 제한 규정은 
장기간 장착 시 발생하는 심한 간섭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기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장착되지 않았을 경우,
무선 통신에 심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착 시에 간섭이 발생하지 않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기기를 켜고 껐을 때 라디오나 
TV 수신에 심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 
사용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시 설치합니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합니다.
- 기기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전원 단자에 연결해 봅니다 
- 대리점 또는 라디오나 TV 전문기술자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주의:
제조자는 허가되지 않은 
기기의 개조로 인한 라디오나 TV의 간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이 기기의 제조사로부터 확실하게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변경이나 개조도 사용자의 장비 사용 권한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캐나다 산업 규정
본트래거 TransmitR 리모트 - (P/N 502865), 
CAN ICES-3(B)/NMB-3(B) IC: 7666A-REMOTE 
본트래거 이온 700 RT 헤드라이트 - (P/N 503062), 
CAN ICES-3(B)/NMB-3(B) IC: 12468A-I97371576
본트래거 플레어 RT 후미등 - (P/N 438818), 
CAN ICES-3(B)/NMB-3(B) IC: 12468A-Q97371576
이 기기는 캐나다 산업 규정 라이센스-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동작은 아래 두 가지 조건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이 장비들은 심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고, (2) 이 
장비는  간섭을 받아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Le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que subi, me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이 본트래거 TransmitR 기기는 FCC와 IC의  
무제한적인 환경에서 발생되는 방사선 노출에 관련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TransmitR 무선 기기의 방출 강도는 캐나다 산업 
(IC) 라디오 주파수 노출 제한 수치 이하입니다.  이 기기는 
일반적인 작동 상황에서 신체와 간접적으로 접촉합니다. 
이 송신기는 반드시 다른 안테나나 송신기와 함께 연결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캐나다 산업 REL (Radio Equipment List)의 리스트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c.gc.ca/app/sitt/reltel/srch/nwRdSrch.
do?lang=eng

추가적인 캐나다의 RF 노출에 대한 정보 또한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8792.
html

Cet appareil est conforme aux limites d’exposition à la
fréquence radio (FR) d’IC et de FCC. La puissance de 
sortie émise par l’appareil de sans �l TransmitR est 
inférieure à la limite d’exposition aux fréquences radio 
d’Industry Canada (IC). Cet appareil est en contact 
direct avec l’utilisateur dans des conditions normales 
d’utilisation. L’émetteur ne doit pas être co-implémenté 
ou utilisé conjointement avec une autre antenne ou un 
autre émetteur.

Ce périphérique est homologué pour l’utilisation au 
Canada. Pour consulter l’entrée correspondant à 
l’appareil dans la liste d’équipement radio (REL - Radio 
Equipment List)d’Industry Canada rendez-vous sur:
http://www.ic.gc.ca/app/sitt/reltel/srch/nwRdSrch.
do?lang=fra

Pour des informations supplémentaires concernant 
l’exposition  aux RF au Canada rendezvous sur : 
http://www.ic.gc.ca/eic/site/smt-gst.nsf/eng/sf08792.
html

제한 규정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