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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즐거움을누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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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휠이 확실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조여졌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매번 
라이딩 나갈 때마다 점검합니다. 진지합니다. 휠이 장착에 확신이 없다면, 
안쪽의 상세 사항이 있습니다 (50페이지 확인).

뇌는 단 하나뿐입니다.  헬멧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비용에 비교해 훨씬 저렴합니다. 설교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하나만 
써주세요.

앞 휠에 걸릴 수 있는 건 모두 피해야 합니다.  예시: 손에 든 쇼핑백, 지갑, 
가방의 줄, 또는 트레일의 나무가지 등. 앞 휠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매번 라이딩을 나갈 때, 낮에도 밤에도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라이트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매번 라이딩을 나갈 때마다 
사용하면, 심지어 해가 중천에 뜬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눈에 띄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느낌이나 소리가 이상하다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이륙하기 전에 고치기가 훨씬 쉽습니다. 트렉 대리점이 여러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죠. 지역 
트렉 매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트렉 고객 서비스 또는 
트렉 회장 존 버크에게 j.burke@trekbikes.com 주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의 나머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여년에 걸친 로드와 
트레일에서 배운 내용은 그만큼 함께 할 가치가 있습니다.

40여년에 걸쳐  
자전거의 즐거움을  
누려온 우리가  
전해드리는  
최고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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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해야할 일부터 시작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 라이딩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1단계와 2단계를 먼저 완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1 자전거 등록하기
등록 과정은 여러분의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자전거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에도 
중요하죠), 자전거에 안전 경고 사항이 있을 경우 트렉과의 소통 수단이 됩니다. 자전거에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심지어 라인업에서 내려간지 몇 년이 지났어도 등록 기록이 
있다면 순식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자전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며 이로부터 가능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매장에서 아직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trekbikes.com  
홈페이지 하단의 지원 항목에 가서 자전거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쉽고 간단합니다.

2 설명서 읽기
본 설명서는 필수적인 안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자전거를 탔던 경우일지라도,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기 전 본 설명서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는 trekbikes.com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원 
항목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 여러분에게, 해당 자전거가 아동용이거나 의존적인 경우, 
반드시 자녀에게 본 설명서의 모든 안전 정보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설명서는 모든 트렉 자전거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의 
수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초지식 읽기
자전거를 타기 전, 1장 기초지식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기-보조식 자전거를 (전기 자전거) 구매했다면, 추가적인 전기 자전거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trekbikes.com 페이지의 지원 항목에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온라인 접속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지보수 일정, 문제 해결 가이드, How-To 영상을 포함한  
가장 최신의 상세한 정보는 trekbikes.com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스크롤을 내려 홈페이지 하단의 지원 항목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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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를 참고용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안전하게 주행하는 방법, 그리고 기본 검사와 유지 보수를 언제,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2장). 자전거 수명을 위해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보증 
청구를 요청하는데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구매 증빙 내역을 본 설명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본 설명서의 다른 언어본이 필요하신가요? 번역본은 trekbikes.com 페이지의 지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 Puedes consultar este manual traducido en tu idioma en www.trekbikes.com

it Puoi trovare la versione italiana di questo manuale sul sito www.trekbikes.com

pt Você pode consultar este manual traduzidos no seu idioma em www.trekbikes.com

da For dansk manual gå da venligst til ww.trekbikes.com

no  Du finner denne manualen på norsk på www.trekbikes.com

sv Översättning av denna manual i ditt eget språk hittar du på www.trekbikes.com

fi  Tämän ohjeen löydät omalla kielelläsi osoitteesta www.trekbikes.com

ru Вы можете найти английскую версию эт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на этом сайте www.
trekbikes.com

de  Sie können die deutsche Version dieses Handbuchs auf dieser Site finden  
www.trekbikes.com

he www.trekbikes.com ניתן למצוא את הגירסה העברית של מדריך זה באתר זה: 

ar ىلع كتغلب مجرتملا ليلدلا اذه نم ققحتلا كنكمي www.trekbikes.com

sl  Slovenská verzia tejto príručky nájdete na stránke www.trekbikes.com

인쇄된 번역본 설명서를 선호하신다면, 자전거를 구매하신 매장에서 설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다음 표준을 준수합니다: ANSI Z535.6; AS/NZS 1927:1998, CPSC 16 CFR 
1512, ISO 4210-2 and ISO 8098.

주의 사항에 대한 참고
본 설명서를 읽으면, 다음과 같은 회색 경고 상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경고! 안전 경고 상징이 딸린 회색 상자 안의 문구는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나 행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존재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이 —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자전거 
— 다치지 않길 바라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의 즐거움을 누리는 일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자전거의 즐거움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지 신호 바로 앞에서 넘어지고, 체인을 고치면서 무릎을 다치고, 미끄러운 
포장도로에서 낙차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겪었던 일이죠. 최선의 
경우, 이런 사고는 즐겁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고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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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정보
자전거 주행을 나가기 전 본 안전 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사고 시 
탑승자를 보호할 수 없음
자전거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부상 
원인은 낙차입니다. 충돌이나 충격이 있을 
경우, 자전거가 손상을 입거나 탑승자가 
낙차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에는 범퍼, 안전 벨트, 에어백, 크럼플 
존이 있습니다. 자전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탑승자가 낙차할 경우, 자전거는 부상을 막지 
못합니다.

어떤 종류의 충격, 추돌, 또는 사고에 
휘말렸다면, 부상을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시 탑승하기 전에 자전거 
매장에서 자전거 또한 철저히 검사해야 
합니다.

한계 알기 
자전거는 위험할 수 있으며, 특히 탑승자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행할 경우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그 이상을 넘어 
주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전거의 한계 알기
사용 조건
자전거는 특정한 사용 조건 하에서 “
일반적인” 주행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사용 조건 항목 확인). 이러한 조건을 
벗어나서 주행하는 식으로 자전거를 오용할 
경우, 피로 또는 응력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서 “피로”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하중 또는 압박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며 
소재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종류의 손상이든 프레임, 포크, 또는 기타 
부품의 수명을 급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명 
자전거는 파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며, 또한 
부품 역시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전거는 “일반적인” 주행의 응력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며, 이러한 응력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지식

7 중요 안전 정보
10 전기 자전거 중요 정보
11 자전거 매장 알고 지내기
12 자전거 도해
14 첫 주행을 나가기 전
16 매 주행을 나가기 전
20 안전 예방책
24 사용 환경 및 무게 제한
27 기초 주행 기법
33 아동과 함께 주행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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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경쟁에서 자전거를 
사용하거나, 극한 조건에서 주행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대여 목적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강한 응력과 피로 
하중이 가해지는 기타 방식을 적용해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물리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손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부품이든 수명이 
급감할 수 있으며 전조 증상 없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부품의 안전 수명은 구조, 소재, 용도, 
유지보수, 탑승자 무게, 속도, 지형, 그리고 
환경에 (습도, 염도, 온도 등등) 의해 
결정되므로, 정확한 교체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응력 영역에 어떠한 균열, 긁힘, 또는 색상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은 부품이 (프레임 또는 
포크 포함)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교체해야 합니다. 자전거 검사 또는 수리에 
있어 확신이 서지 않거나 편치 않을 경우, 
방문하는 자전거 매장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무게가 가벼운 프레임 또는 
부품의 수명이 무거운 것보다 더 오래 갑니다. 
그러나 가벼우면서도 고성능인 자전거에 있어 
정기적인 유지보수, 잦은 검사, 그리고 빈번한 
부품의 교체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경고: 자전거는 높은 응력과 마모를 
견디는 것을 상정합니다. 각기 다른 소재와 
부품은 응력 피로 또는 마모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품의 설계 수명을 초과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일정에 대해서는,자전거 관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기 
자전거의 일부 부품은 잘못 다룰 경우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지점, 예컨대 
체인링의 톱니 부분이나 일부 페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해당 부품은 
뜨거워집니다. 회전하는 바퀴는 피부를 
절단할 수 있으며,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레버와 같이 클램프 및 
축으로 회전하는 부품에는 끼일 수 있으며, 
스프라켓 톱니에서 작동하는 체인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부품은 특히 취약합니다. 
전기 케이블, 커넥터, 배터리 독, 배터리 및 
컨트롤러는 잘못 취급할 경우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생각하기 
항상 주변 환경을 주시하고 보통 분명하게 
위험하지만, 때때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교통, 장애물, 급경사 및 그외 등등)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대부분은 본 
설명서에 나와있습니다.

잡지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고위험의 묘기와 
점프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운동 선수들조차 충돌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돌합니다).

자전거에 변형을 가할 경우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전거의 각 부품은 
세심하게 선택되고 검증을 거쳤습니다. 

액세서리 또는 교체 부품의 안전, 그리고 특히 
이러한 부품이 자전거의 다른 부품에 장착 
및 접속하는 방식은 항상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순정 장비 또는 검증된 
부품으로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부품이 
검증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자전거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일부 목록을 
포함합니다: 

• 기존 부품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 (사포 가공, 
채우기, 드릴 가공 등) 

• 탄소 복합재 구조로 제작품에 대한 모든 
형태의 수리 

• 반사판 또는 이차 보존 장치와 같은 안전 
장비의 제거 

• 브레이크 체계에 대한 어댑터 사용 

• 모터 또는 엔진의 추가 

• 액세서리 설치 

• 부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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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매장 알고 지내기 
문제없는 사이클링으로 즐거운 시간을 오래도록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호하는 자전거 매장과의 관계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자원 
본 설명서는 자전거에 관련된 수많은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 trek bikes.com 
웹사이트의 지원 항목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나 웹사이트는 펑크를 수리할 
수도, 디레일러를 튜닝할 수도, 안장 높이를  
맞출 수도, 커피 한 잔을 내줄 수도 없으며, 
정말로 오직 한 가지만 쟁취하려는 순간에 
끝없이 왁스칠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지역 소유의 자전거 매장은 사이클링의 
영혼이자 심장 그 자체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예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 
자전거 매장 직원은 단순한 판매 사원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라이더입니다.

올바른 핏 
여러분의 매장은 여러분에게 핏, 주행 스타일, 
그리고 성향에 맞춰 자전거를 조정하고 
세팅해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미캐닉 
매장의 정비 직원은 자전거 또는 전기 
자전거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보증 서비스 
우리가 판매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전거 매장은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데 
전념할 것입니다.

모든 라이더를 위한  
매장이 있다 
우리는 미국 안에서만 3,000여개가 넘는 
매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 여개에 
달하는 매장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경기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곳은 
출퇴근을 다루며, 또 어떤 곳은 완전히 
트레일만 취급하며 — 수많은 곳에서 모두를 
위한 어떤 것이든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호하는 매장을 찾지 못했다면, 
trekbikes.com 웹사이트에서 대리점 찾기로 
최고의 장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자전거 중요 정보
새로운 전기 자전거로 주행을 나가기 전에 본 설명서와 추가적인 전기 
자전거 사용자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각 설명서에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는 동반자를 자처하며, 
따라서 여러분이 전기를 이용하는 구성품을 
적절하게 사용, 유지,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전기 자전거 항목의 작동에 추가하여, 우리는 
첫 주행을 나가기 전 항목을 읽어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추가 항목을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프레임 안쪽에 숨겨진 선이 
있으며 드라이브 유닛이나 배터리 팩 같은 
중요한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추가적인, 

비표준 액세서리를 장착할 때 (예컨대 물통 
케이지), 선이나 배터리 팩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길거나 
끝이 뾰족한 볼트). 이럴 경우 전기 시스템의 
단락 및/또는 배터리에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경고! 전기 시스템의 단락 및/또는 배터리의 손상은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심한 충격을 받은 배터리는 잠재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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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해

1 안장
2 싯 포스트
3 싯 포스트 클램프
4 싯스테이
5 싯 튜브
6 앞 디레일러
7 뒷 디레일러

8 전방 디스크 브레이크
9 후방 디스크 브레이크
10 전방 림 브레이크
11 후방 림 브레이크
12 카세트
13 체인스테이
14 체인링

15 크랭크 암
16 림
17 스포크
18 타이어
19 허브
20 다운 튜브
21 포크

22 헤드 튜브
23 변속기
24 브레이크 레버
25 핸들바
26 스템
27 헤드셋
28 탑 튜브

29 랙 (짐받이)
30 전방 펜더 (물받이)
31 후방 펜더 (물받이)
32 전조등
33 후미등
34 모터
35 킥스탠드

36 컨트롤 유닛
37 배터리
38 체인 가드
39 로커 암
40 후방 샥
41 서스펜션 포크

1

2

3

4

5

6

7 8

9

10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526
27

28

29

31

33

32

34

35

36

37

38

30

24
23

해당 도해는 기초적인 자전거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특정한 제품은 표시된 
부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trekbikes.com 웹사이트의 지원 항목에 방문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9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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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리가 살짝을 넘어서는 정도로 
굽혀지면, 안장을 위로 올려서 조절해야 
합니다. 페달에 발이 닿지 않는다면, 안장을 
아래로 내려서 조절해야 합니다.

싯포스트 또는 자전거 프레임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싯포스트나 싯마스트의 
최소 삽입선을 넘어서 안장을 위치하지 
않도록합니다. (그림 1.3). 안장 위치를 
적절하게 잡을 수 없다면, 자전거 매장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높이에 맞춰 핸들바와 
스템을 조절합니다.
핸들바 위치는 제어와 편안함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핸들바를 돌리면 자전거가 맞춰 
따라갑니다.

스템을 정렬하고, 조절하고, 토크에 맞춰 
조여주려면 전문적인 공구와 훈련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자전거 매장에서만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속 레버, 브레이크 레버 및 
케이블에 대한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변경에 
스스로 조절을 가하는 것은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고: 헤드셋과 스템을 잘못된 
방식으로 조립하고, 잘못된 토크로 조일 
경우 포크의 스티어러 튜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튜브 파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러가 파손되면, 탑승자가 
낙차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해하기
자전거에서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스스로가 친숙해져야 합니다:

• 페달 (평페달, 클립리스, 또는 토클립 및 
스트랩)

• 브레이크 (레버 또는 페달)

• 변속 (장착된 경우)

• 서스펜션 (장착된 경우)

자신있고 편안한 주행을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더 많이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림 1.3: 싯포스트 최소 삽입선.

첫 주행을 나가기 전 
첫 주행을 나가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자전거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사이즈의 자전거 타기 
매장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자전거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일직선의 수평 탑 튜브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에 올라 똑바로 선 상태에서 탑 튜브와 
탑승자 사이에 최소 25mm (1인치) 간격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림 1.1).

• 스텝쓰루 또는 산악 자전거 프레임의 경우, 
표준형 탑 튜브 프레임에 대응하는 값을 
사용해서 확정합니다.

무게 제한 지키기 
자전거에는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사용 조건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높이에 맞춰 안장을 
조절합니다.
안장에 앉아 아래쪽 페달에 발뒤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다리가 살짝 굽혀지는 정도로 
올바른 높이를 시험해봅니다 (그림 1.2).

그림 1.1: 적절한 탑승 높이.

그림 1.2: 안장 높이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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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점검 
• 림과 스포크의 손상을 점검합니다. 바퀴를 
한 번 돌려봅니다. 바퀴는 포크와 (전방) 
체인스테이 (후방) 사이를 똑바로 회선해야 
하며, 또한 브레이크 패드와 (림 브레이크) 
닿지 않아야 합니다.

• 액슬이 드롭아웃에 완전히 들어갔는지 
점검합니다.

• 바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들어서 
타이어 윗부분에 충격을 가합니다. 바퀴가 
빠지거나, 헐거워지거나, 양옆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 바퀴가 퀵-릴리즈를 장착했을 경우, 레버가 
적절한 위치에서 닫혀있어야 하며 (체인스테이 
또는 전방 포크와 일직선상으로) 바퀴가  

회전할 때 스포크 또는 디스크 브레이크 
체계에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림 1.7).

 경고: 퀵-릴리즈 체계를 사용하는 
바퀴의 클램프를 튼튼하게 잠그는데에는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바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 바퀴가 
느슨해지거나 빠져나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크를 손가락으로 
감싸쥐고 레버를 잠그려면 너트를 충분히 
조여야 합니다. 레버는 손바닥에 확연한 
자국을 남겨야 하며, 잠금부는 드롭아웃 
표면에 무늬를 남겨야 합니다.

타이어 점검 
• 게이지가 장착된 타이어 펌프를 사용해 권장 
압력 범위로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타이어 또는 림 측면에 명시된 공기압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합니다; 최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휴게소 펌프 또는 전기 작동식 
컴프레서보다 핸드 펌프 또는 풋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의 경우 공기가 
과도하게 채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타이어 파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림 1.7: 브레이크 체계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위치의 퀵-릴리즈 레버.

매 주행을 나가기 전 
자전거로 주행을 나가기 전, 전체적으로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교통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어떠한 부품이라도 안전 점검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주행을 나가기 전 부품을 고정하거나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주행 전 점검 목록
핸들바 점검 
• 핸들바가 휠에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1.6).

• 핸들바가 스템과의 정렬에서 비틀리지 않고 
스템에서 돌아가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졌는지 
점검합니다.

• 핸들바를 양옆으로 돌릴 때 케이블이 
당겨지거나 걸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안장 및 싯포스트 점검 
• 안장이 자전거 중심선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1.6).

• 안장 레일 또는 칼라가 정렬에서 비틀리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또는 위아래로 놀지 
않도록 충분히 조여졌는지 점검합니다.

 경고: 퀵-릴리즈를 포함하는 
바퀴 고정 장치는, 올바르게 조절되어 
고정되지 않았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스포크나 브레이크 로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퀴가 
느슨해지거나 풀릴 수 있으며, 바퀴를 
갑작스럽게 제동할 경우 제어력을 잃게 
되어 탑승자의 낙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주행을 나가기 전에 바퀴가 
올바르게 설치되고 튼튼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0º

그림 1.6: 핸들바 및 안장의 적절한 정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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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터 브레이크: 체인 중간에 6-12mm 
(0.25-0.50인치) 사이의 전체 수직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1.9).

케이블 점검 
• 모든 케이블과 하우징이 프레임 또는 포크에 
적절히 고정되어 움직이는 부품에 걸리거나 
간섭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사판, 라이트 및 액세서리 점검 
• 반사판이 깔끔한 상태로 림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전조등과 후미등,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가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적절하게 
위치했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라이트가 지면에 수직이 되도록 위치를 
잡습니다. 배터리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기 자전거 배터리와 컨트롤러를 
점검합니다.
• 전기 자전거의 경우, 배터리가 독에 
잠겨있는지 그리고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컨트롤러와 전기 자전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서스펜션 점검 (적용된 경우)
• 탑승자 사용에 맞춰 서스펜션을 조절하고, 
서스펜션이 “바텀 아웃(bottom out)” 
또는 완전히 압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스펜션 조절 설명은 trekbikes.com 
웹사이트의 지원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페달 점검 
• 페달과 신발을 깨끗한 상태로, 그리고 페달 
체계에 간섭하거나 접지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잔해물이 제거되었나 확인합니다.

• 페달과 크랭크 암을 손에 쥔 상태에서 
흔들어 풀리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페달을 돌려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확인합니다.

브레이크 점검 
• 똑바로 서있는 상태에서, 레버가 핸들바에 
닿지 않고 완전한 제동력을 가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레버가 닿을 경우, 브레이크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전방 바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자전거를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 바퀴 브레이크를 잡아봅니다. 자전거가 
즉시 멈춰야 합니다.

 경고: 전방 바퀴에 급작스럽거나 너무 
완전한 제동력을 가할 경우 후방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져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어를 잃고 탑승자 낙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양쪽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봅니다. (그림 1.8)

• 림 또는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과정을 
후방 바퀴에도 반복합니다.

• 코스터 브레이크의 경우 수평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뒤쪽 페달에서 시작합니다. 뒤쪽 
페달에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페달이 
아래쪽으로 움직일 때,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합니다.

체인 점검 

• 체인 또는 벨트에 적절한 장력이 있어 
탈락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적절한 장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전거 매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체인에 꼬인 곳이 없는지, 녹이 슬지 
않았는지, 핀, 플레이트 또는 롤러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그림 1.8: 양쪽 브레이크를 동시에 적용. 전방 
브레이크만 사용하면 앞으로 향하는 자전거 전복 
유발 가능성이 있음.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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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주행 
자신의 기술 수준을 알고 넘어가는 주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산란하게 주행하지 않습니다. 주행 도중 휴대 
전화, 음악 재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빠르게 주행하지 않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위험도 증가하며, 충돌할 
경우 높은 충격량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출력에 탑승자가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손을 놓고 주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소한 
한 손이라도 핸들바에 있어야 합니다.

• 탠덤 자전거를 제외하고 두 명이 올라타서 
주행하면 안됩니다.

•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거나 졸음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취한 상태에서 
주행하지 않습니다.

• 대규모 그룹으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탑승자들과 근거리에서 주행하는 것은 
도로에서의 가시성을 떨어뜨리고 자전거 제어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사이클리스트 그룹은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종류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사용 조건 항목 확인).

전기 자전거 참고: 다른 도로 이용자의 경우 
전기 자전거가 일반적인 자전거보다 빠르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잘못된 방식으로 자전거를 
사용할 경우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증가합니다. 오용은 자전거에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의 응력은 프레임 
또는 부품의 파손을 초래하고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을 
낮추려면, 자전거를 의도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예방책 
다음 필수 안전 예방책을 따라 자전거 주행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도록 합니다.

장비 착용 
• 자전거로 주행할 때 항상 헬멧을 착용해 
사고시 머리 부상 위험을 줄이도록 합니다. 
헬멧이 머리에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하여 요구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절한 복장을 갖춰 입습니다. 헐렁한 옷 
또는 액세서리는 휠 또는 기타 움직이는 
부품에 걸려서 탑승자의 낙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 체인링 부분의 바지 다리 부분).

• 헐렁한 스트랩이나 액세서리를 제대로 
고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전거패킹 하네스, 
패니어 등).

• 주간에는 형광색 의류를, 야간에는 반사성 
의류를 착용해 가시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자전거에 올랐을 때, 위아래로 페달링하는 
독특한 움직임은 도로에서 탑승자를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야간에는, 
탑승자의 발과 발목, 그리고 다리를 반사 
재질 기능을 갖춘 제품들로 강조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형광색 양말, 신발, 신발 커버, 또는 
워머를 착용합니다.

• 주간과 야간 모두, 전조등과 후미등을 
사용합니다. 반사판이 깔끔한 상태로 
적절하게 위치했는지 확인합니다.

 경고: 반사판은, 빛이 비출 때에만 
작동하며 라이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조건 또는 가시성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충분한 조명 없이 
주행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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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유의
젖거나 눈이 내리는 날씨에서 주행할 경우 
각별한 예방책을 구비해야 하는데, 타이어의 
접지력이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젖은 날씨에서 제동거리가 늘어납니다. 건조한 
조건에서 주행할 때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브레이크를 보다 일찍 잡아야 
합니다.

자전거 소리 듣기 
자전거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예컨대 흔들리거나 비틀거리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소음을 들었을 경우, 자전거 
주행을 즉시 중단하고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충격 또는 충돌 이후 (특히 
탄소 섬유 소재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매장에서 자전거를 철저하게 검사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가해진 손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문제점을 수리하거나 자전거 
매장에 가져가 정비를 맡겨야 합니다.

사전 계획 
밖으로 나갔을 때 펑크가 발생하거나 기타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자전거를 즐겁게 
타는데 정말로 큰 방해가 됩니다. 펌프, 여분 
내장 튜브, 패치 키트, 공구, 여분 배터리, 
또는 라이트와 배터리에 사용할 충전기를 
휴대합니다. 주행에 나가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자전거를 고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온-로드와 오프-
로드에서의 규칙 따르기
주행하는 장소에 적용되는 법률에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탑승자의 책임입니다. 
전기 자전거, 자전거 조명, 도로 또는 
전용도로에서의 주행, 헬멧, 아동 동승 및 
교통에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용 방지 
오용의 예시로는 자전거로 점프; 나무가지, 
잔여물, 또는 기타 장애물 위로 주행; 스턴트 
퍼포먼스; 격렬한 오프-로드 지형에서의 주행, 
조건에 지나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주행, 
또는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의 주행 등이 
있습니다. 상기 또는 기타 오용은 자전거의 각 
부품에 부담을 줍니다.

위험 방지 
자동차, 보행자, 그리고 다른 사이클리스트를 
주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탑승자를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사람들 또는 경로 
안에서 열리는 문과 같은 사람들의 행위를 
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조심스럽게 주행해야 
합니다. 트레일에서만 주행해야 합니다. 바위, 
나무가지 또는 움푹 패인 곳을 넘어가는 
주행은 하지 않습니다.

늘어진 물체 또는 애완동물 목걸이 끈을 
핸들바나 기타 자전거 부품에 장착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팟홀, 배수구, 무르거나 낮은 갓길, 또는 
바퀴에 충격을 줄 수 있거나, 바퀴를 
미끄러지게 만들거나, 바퀴에 “락 업” 현상을 
유발하거나, 또는 바퀴가 박혀 걸릴 수 있는 
잔해와 같이, 제어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야 합니다. 도로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면,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철로를 가로질러서 넘어가거나 또는 배수구를 
넘어갈 경우, 90도의 각도를 이루어 바퀴가 
박혀 걸리지 않도록 하여 조심스럽게 
가로질러서 넘어가야 합니다(그림 1.10).

그림 1.10 철로길 가로질러 건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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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 및 무게 제한 
자전거에는 사용 조건을 명시하는 프레임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반드시 자전거 종류에 
부여된 사용 조건을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프레임 스티커 
프레임에 부착된 사용 조건 스티커를 
확인하거나/확인하고 전기 출력 보조식 
자전거 (EPAC) 스티커를 준수합니다:

고속 전기 자전거 (스피드 EPAC) 
시속 45킬로미터 (시속 28마일)

EU EPAC ISO 라벨,  
 특정 제품 적용 CE

US EPAC ISO 라벨,  
클래스 라벨

1
ISO 4210-2 
시티/트레킹

클래스 I
최대 250 W

최대 시속 20마일

1
ISO 4210-2 
시티/트레킹

1
EN 15194 

시티/트레킹 EPAC

조건 지형 무게 제한 자전거 종류 또는 정의
아동용 자전거 어린이갸 탑승합니다. 

어린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 없이 
자전거를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경사면, 연석, 
계단, 급경사, 수영장 
근처; 또는 자동차가 
이용하는 영역에서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36kg  
(80lb)

최대 안장 높이 635mm

보통 12", 16" 또는 20" 휠을 사용; 아동용 
세발 자전거; 및 트레일러 자전거 포함

퀵-릴리즈 바퀴 장착 체계 없음

조건 1

1

타이어가 항상 지면에 
접촉되는 포장된 
노면에서 주행합니다.

125kg  
(275lb)

드롭-타입 핸들바가 부착된 도로용 자전거

철인삼종, 타임 트라이얼 또는 고속 주행 
자전거

26" 대형 타이어 및 후퇴익 핸들바가 
장착된 크루저

드롭-타입 핸들바가 부착된 도로용 전기 
보조식 자전거

136kg 
(300lb)

표준형 페델렉 전기 보조식 자전거 (E-
바이크)

250kg 
(550lb)

탠덤

조건 2

2

조건 1에서의 주행에, 
자갈길 도로 및 낮은 
경사도의 정리된 
트레일이 추가됩니다.

6" (15cm) 이하의 
급경사.

80kg  
(175lb)

24" 휠이 장착된 산악 또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125kg  
(275lb)

사이클로크로스 자전거: 드롭-타입 
핸들바, 노비 700c 타이어, 및 캔틸레버 
또는 디스크 브레이크

136kg 
(300lb) 

700c 휠, 28c 이상의 넓은 타이어, 
플랫 핸들바를 부착한 하이브리드 또는 
듀오스포츠 자전거

표준형 페델렉 전기 보조식 자전거

 경고: 의도된 사용 조건보다 더 큰 응력이 적용되도록 자전거를 사용할 경우, 자전거 
또는 자전거의 부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자전거는 탑승자의 제어를 
저하실 수 있으며 탑승자의 낙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한계를 초과하는 응력이 
적용하는 사용 조건 하에서는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전거의 한계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자전거 매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게 제한 = 탑승자 + 자전거 + 장비/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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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3

3

조건 1 및 2에서의 
주행에, 거친 트레일, 
작은 장애물 및 부드러운 
기술적인 구간이 
추가됩니다.

점프는 24"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61cm).

80kg 
(175lb)

24" 휠이 장착된 산악 자전거

136kg 
(300lb)

후방 서스펜션이 장착되지 않은 어떠한 
산악 자전거도 조건 3에 맞춰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트래블의 후방 
서스펜션이 장착된 모든 산악 자전거 
또한 조건 3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 넓은 노비 26", 27.5" 또는 29" 
타이어를 사용하는 "표준형", "경기용", 
"크로스-컨트리" 또는 "싱글트랙 
트레일" 산악 자전거
• 짧은 트래들의 후방 서스펜션 
(3"/75mm 이하)
산악 전기 보조식 자전거

조건 4

4

조건 1, 2 및 3에서의 
주행; 거친 기술적인 
구간 및 적당한 높이의 
장애물이 추가됩니다. 
점프는 48"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20cm).

136kg 
(300lb)

넓은 노비 26", 27.5" 또는 29" 
타이어, 중간 길이의 후방 서스펜션을 
(4"/100mm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
고강도”, “테크니컬 트레일”, 또는 “올-
마운틴” 산악 자전거

조건 5

5

주행 중 점프, 고속 주행, 
보다 거친 노면에서의 
공격적인 주행, 또는 
평평한 노면에서의 
완전한 점프가 
포함됩니다.

136kg 
(300lb)

긴 길이의 후방 서스펜션에 (7"/178mm 
또는 그 이상) 고강도 프레임, 포크 및 
구성품을 사용하는 “프리라이드”, “
점핑”, 또는 “그래비티” 자전거
이러한 사용 유형은 극히 위험하며 
자전거에 큰 규모의 힘을 가하게 됩니다. 
큰 규모의 힘은 프레임, 포크, 또는 
부품에 위험한 수준의 응력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5 하에서 주행할 경우, 
탑승자는 반드시 보다 빈번한 자전거 
검사 및 잦은 장비의 교체와 같은 안전 
예방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탑승자는 
또한 풀-페이스 헬멧, 패드, 바디 아머와 
(전신 보호대) 같은 종합적인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초 주행 기법 
다음 조언과 기법을 사용해 탑승자의 주행 경험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선회 및 조향

“토 오버랩” 현상에 주의해야 합니다. 매우 
느린 속도에서 핸들바를 돌릴 경우, 탑승자의 
발이 전방 바퀴 또는 펜더에 겹치거나 접촉할 
수 있습니다. 핸들바가 돌아간 상태애서 저속 
주행시 페달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젖고 파편이 흩뿌려진 상태, 또는 고르지 
못한 포장 도로는 자전거 조향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페인트 (보도, 차선) 및 금속성  

표면은 (쇠격자, 맨홀 덮개) 젖었을 경우 특히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태 이하의 
노면에서 갑작스러운 방향 변경을 피하도록 
합니다.

에어로바 및 조향 
에어로바는 팔 거치대가 부착된 핸들바의 
앞쪽으로 확장된 부품입니다. 팔뚝이나 
팔꿈치를 에어로바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주행시, 탑승자의 자전거 조향 및 정지 능력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제어가 
필요할 경우, 탑승자는 손이 브레이크 레버 
근처로 가고 팔뚝 또는 팔꿈치로 기대지 
않도록 자세를 변경해야 합니다.

팔 거치대를 핸들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품은 오직 패드 중심에 놓인 팔꿈치를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팔 거치대의 
모서리에 기댈 경우 거치대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림 1.11: 토 오버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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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항상 다른 탑승물이나 물체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행하여 제동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주행 조건과 
속도애 맞춰 거리와 브레이크 작용력을 
조절합니다.

가장 안전한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를 
부드럽고 고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전방을 
살치고 속도를 사전에 조절해 급제동을 
피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자전거는 각기 다른 브레이크 
체계와 사용 조건에 따른 각기 다른 수준의 
제동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 조건 및 무게 
제한 항목 확인). 자전거의 제동력에 주의하고 
이를 넘어가지 않도록 주행해야 합니다. 더 
강력한 — 또는 약한 — 제동력을 원할 경우, 
자전거 매장에 상담하도록 합니다.

젖고 파편이 흩뿌려진 상태, 또는 고르지 
못한 포장 도로는 자전거가 제동에 반응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적인 상태 
이하의 도로 조건 하에서 제동할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상태에서, 제동에 
더 많은 시간과 거리를 할애해야 합니다.

코스터 브레이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또는 의존하는 
사람에게 작동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코스터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페달로 작동하는 브레이크), 뒤쪽으로 
페달링해서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그림 1.12

최대치의 제동력을 적용하려면, 탑승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할 때 크랭크가 지면에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기 
직전 크랭크가 회전하므로, 뒤쪽 페달이 
수평에서 약간 더 높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핸드 브레이크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브레이크 레버가 
어떤 브레이크를 제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 또는 뒤).

양손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양쪽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전방 브레이크는 후방보다 더 강력한 
제동력을 제공하므로, 지나치게 힘을 주거나 
너무 갑작스럽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하는 속도로 줄어들 때까지 또는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양쪽 브레이크에 점진적으로 
힘을 줍니다.

즉각적으로 정지해야 한다면,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후방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무게를 뒤쪽으로 실어야 합니다.

 경고: 전방 바퀴에 급작스럽게 또는 
너무 완전히 적용되는 브레이크 작동력은 
후방 바퀴를 지면에서 떨어뜨리거나 탑승자 
아래로 전방 바퀴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탑승자가 제어를 잃고 낙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방 브레이크에는 ‘모듈레이터’라는, 
전방 브레이크 작동을 점진적으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 
자전거의 기어는 탑승자가 각기 다른 조건에서 
보다 편안하게 페달을 돌리게 해주는데 — 
언덕길로 주행하거나, 맞바람으로 페달링을 
하거나, 또는 평평한 지형에서 빠르게 주행할 
때 사용합니다. 조건에 맞춰 가장 편안한 
기어를 선택합니다; 일정한 속도로 페달을 
돌릴 수 있는 기어입니다.

대부분의 자전거에는 두 개의 변속 체계가 
있습니다: 외장식의 디레일러, 그리고 내장 
허브 기어입니다 (IGH). 탑승자의 세팅에 따라 
적절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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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종류의 변속기와 디레일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용하는 체계 
이해하기 

디레일러로 변속하기 

 경고: 부적절한 디레일러 변속 기법은 
체인 걸림이나 탈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제어를 잃고 낙차할 수 있습니다.

디레일러는 체인을 한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옮깁니다. 탑승자는 변속 레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어를 변속하며 (변속기로 
불리는 것), 변속기는 디레일러를 제어합니다. 
대부분의 자전거에서 왼쪽 변속기는 앞 
디레일러를 제어하고 오른쪽 변속기는 뒷 
디레일러를 제어합니다.

페달과 체인이 앞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에만 기어를 변속해야 합니다.

기어를 변속할 때 페달에 가하는 힘을 
줄여야 합니다. 체인 장력을 줄이면 체인이 
기어 사이에서 빠르고 부드럽게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며, 체인, 디레일러, 기어의 마모도를 
줄여줍니다.

한 번에 한 개의 변속기만 사용합니다.

장애물을 넘어가는 주행시 변속을 하지 
않아야 체인 탈락 또는 걸림, 또는 기어를 
놓치는 일을 방지합니다.

체인이 "교차" 위치인 상태에서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차된 상태는 체인이 가장 큰 
전방 스프라켓에서 가장 큰 후방 스프라켓에 
걸치도록 디레일러를 변속한 것입니다 (
또한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서 가장 작은 
스프라켓으로).

이런 위치에서, 체인은 체인과 기어가 
거칠게 작동하는 상태를 유발하는 극대화된 
각도에 놓이게 되며 부품이 마모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림 1.13).

図 1.13

앞 체인링

뒷 휠 카세트

작은 링에서 작은 
링으로 이어지는 

체인 라인

큰 링에서 큰 
링으로 이어지는 

체인 라인

내장식 허브 기어로 (IGH) 
변속하기
기어를 변속할 때, 관성 주행을 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음). 체인에 장력이 가해지면 기어 
변경 메커니즘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며 
메커니즘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장식 허브 기어 체계는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변속이 가능한데 
— 예컨대 정지 신호에서 쉬운 출발을 위해 
가장 낮은 기어로 변속할 수 있습니다.

페달링 
주행을 나가기 전, 페달 체계를 이해하고 
페달을 부드럽게 밟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총 세 가지 페달 옵션이 있습니다: 평페달, 
토 클립, 그리고 클립리스 페달입니다. 토 
클립과 클립리스 페달 체계는 탑승자의 발을 
페달에 연결하여, 최고치의 효율성을 위해 
페달 스트로크 전체에 걸쳐 (위로 들어올리고 
아래로 내리누르고) 더 큰 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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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페달 체계에 호환되는 신발만 
착용해야 합니다. 호환성에 관련하여 확신이 
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전거 매장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평페달
평페달은 문자 그대로의 페달입니다. 별도의 
특수 신발이 필요하지 않으며, 탑승자의 발을 
페달에 자유롭게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토 클립
토 클립은 클립과 스트랩으로 발끝 전체를 
감싸서 페달을 발에 고정합니다.

클립리스 페달 
클립을 끼워넣기 때문에 클립리스라 불리는 
체계로 페달에 맞물리는 클릿을 갖춘 특수한 
사이클링 신발이 필요합니다.

클립 끼워넣기: 신발 아래쪽의 클릿을 페달 
메커니즘과 정렬한 다음 아래를 향해 내리 
누릅니다.

클립 빼내기: 페달에서 신발이 떨어질 때까지 
발뒤꿈치를 자전거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토 클립 또는 클립리스 페달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페달에서 쉽고 빠르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주행을 나가기 전 페달을 탈착을 
연습해야 합니다.

조언: 문틀에 매달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출입구 같은 곳에 탑승자가 있거나 자전거를 
트레이너에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해제 메커니즘이든 주행을 나가기 전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절해야 합니다.

 경고: 잘못된 기법, 호환되지 않는 
장비, 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페달 
체계는 탑승자의 발이 걸리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페달에서 풀리게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제어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함께 주행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탑승자에게 본 
안전 예방책을 실천해줘야 합니다.

아동을 자전거로 끌거나 
싣고 가기 
• 아동을 자전거에 부착하는 트레일러나 
시트에 태워 주행하려고 한다면, 아동의 
안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전거가 아동용 시트 또는 트레일러 장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트레일러는 함께 
제공되는 깃발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탑승자는 특별히 장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동용 시트를 탄소 섬유 프레임 자전거 
또는 (예컨대 싯 튜브) 싯포스트에 장착해선 
안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자전거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 주행을 나가기 전 장착부 또는 연결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경고: 장착이 불가능한 자전거 
프레임에 (예컨대 카본) 클램프를 장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레임 소재에 손상을 
일으켜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동용 시트 또는 후방 랙을 장착할 경우 
자전거의 최대 화물 중량 염두에 둬야 
합니다. 최대 화물 중량은 랙 또는 랙 지지대 
브라켓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동용 캐리어는 후방 랙에 가해지는 
중량을 분산하도록 싯 튜브에 마운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동용 시트를 자전거 뒤쪽에 장착할 경우, 
노출된 안장 스프링이 아동의 손가락에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스프링을 
덮어주거나 스프링이 없는 안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보호자 없이 아동을 아동용 시트나 
트레일러에 두고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져 아동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에게 보호용 장비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인증을 거치고 잘 맞는 헬멧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 트레일러에 (페달이 달린) 탑승한 아동이 
깨어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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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는 줄여야 합니다. 아동용 시트 또는 
트레일러에 동봉된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내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합니다.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동과 동행 
• 아동이 주행에 적절한, 밝고 가시성이 높은 
의류를 입었는지 확인합니다.

• 아동이 적합한 사이즈의 자전거에서 
주행하는지, 그리고 안장과 핸들바가 최대한의 
편안함과 제어를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아동은 성인과 달리 위험을 인지할 가능성이 
낮으며 응급 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자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고 듣는 것과, 상황 
판단을 대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아동은 경사면, 연석, 계단, 급경사, 수영장, 
또는 자동차가 이용하는 영역에서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아동에게 도로 규칙을 가르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장소, 시간, 그리고 아동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포함해, 주행하는 지역에 맞는 
자체적인 탑승 규칙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경고: 보조 바퀴는 방향을 돌릴 때 
자전거의 규칙적인 기울어짐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아동이 지나치게 빠르게 방향을 
돌리면, 자전거가 넘어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바퀴가 장착된 경우, 아동이 
빠르게 주행하거나 갑자기 방향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매번 주행을 나가기 전 아동용 자전거를 
검사합니다 (매 주행을 나가기 전 항목 확인).

• 아동용 자전거에 장착된 핸들바와 그립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돌이 발생할 
경우, 노출된 핸들바 끝단에 찔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고: 플러그 또는 덮개가 없는 
핸들바 끝단은 충돌시 탑승자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정기적으로 
아동용 자전거를 검사하고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그립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자전거 관리

36 자전거 보호
40 유지보수
42 검사
47 모든 라이더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기초 정비
53 탄소 섬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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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호
우리는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도록 자전거를 제작합니다 — 다만 여러분의 
도움이 약간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오래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자전거 보호 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 
자전거가 매우 더러울 경우 물이나 부드러운 
세척제와 함께 비연마성 스폰지로 자전거를 
세척합니다. 절대로 고압으로 자전거에 
분사하지 말아야 하며, 베어링 지점 또는 전기 
자전거의 전기 부품에 직접적으로 분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알코올 천을 사용해 자전거를 자전거를 닦지 
않습니다. 자전거 세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섯 가지 기초 정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품 교체 
자전거의 어떤 부품이라도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컨대 닳은 브레이크 패드, 또는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품), 자전거 매장이나 
trekbikes.com 웹사이트의 장비 항목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순정 교체용 부품만 사용합니다. 순정 교체용 
부품 대신 다른 부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 
성능, 또는 자전거 보증을 희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정비 전 경고
자전거를 정비하는데에는 특수 공구 및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수리 또는 조절이 본 
설명서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해 해당 수리는 반드시 자전거 
매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장 공구 목록 
모든 자전거에 이러한 공구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2, 4, 6, 8mm 육각 렌치 

• 9, 10, 15mm 개구 스패너 

• 15mm 폐구 스패너 

• 소켓 렌치, 14, 15, 및 19mm 소켓 

• T25 톡스 렌치 (별렌치) 

• 1번 십자 드라이버 

• 자전거 내장 튜브 패치 키드, 게이지 방식 
타이어 펌프 및 타이어 레버 

• 토크 렌치

 경고: 대부분의 자전거 정비 및 수리 
작업에는 특수 지식과 공구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매장에서 적절하게 완수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 자전거에 어떠한 
조절이나 정비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중대한 기계적 수리의 경우 자격을 
갖춘 자전거 미캐닉으로 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적절한 조절이나 
정비는 자전거에 손상 또는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하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부 분의 안전은 올바른 자전거 유지보수에 
달렸습니다. 본 설명서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수리, 조절,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다면, 해당 수리는 오직 자전거 매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수리 또는 액세서리 설치 이후에는, 
설명서에 나와있는 매 주행을 나가기 전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의 주차, 보관,  
또는 운송 
도난 방지 
볼트 절단기 및 톱에 저항성을 갖춘 자전거 
자물쇠로 고정된 물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전거를 주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제자리에 고정하고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컨트롤러를, 제거합니다.

자전거를 온라이 등록합니다 (자전거 
등록하기 항목 확인). 본 설명서의 일련 번호를 
기록하고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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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안전하게 주차 또은 
보관하기 
자전거가 넘어지거나 굴러가지 않는 곳에 
주차합니다. 어떠한 넘어짐이라도 발생하면 
자전거 또는 탑승자의 재산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잘못 사용할 경우 바퀴가 
휘어지거나, 브레이크 케이블이 손상되거나, 
또는 전기 자전거의 경우 전기 시스템 
케이블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디레일러가 기대지 않도록 합니다. 
뒷 디레일러가 휘어지거나 구동계에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자전거를 외부 요소로부터 
보호합니다. 눈, 비, 우박, 심지어 직사광선도 
자전거의 프레임, 마감, 또는 부품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장시간 보관하기 전에, 청소하고 
정비한 후 프레임 마감재를 적용합니다. 
타이어에 권장 공기압의 절반 정도로 공기를 
채워넣고 자전거를 지면에서 떨어지도록 
매달아둡니다.

적절한 배터리 보관의 경우 추가적인 전기 
자전거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마감 보호 
자전거의 마감이나 페인트는 화학물질 (
스포츠 드링크를 포함해) 또는 연마성 
물질의 접촉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먼지는 페인트에 상처를 남기거나 페인트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심지어 프레임 소재까지) 
특히 케이블이 쓸리거나 튜브를 따라 감긴 
스트랩이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접착성 
패딩을 사용해 중요한 부분이 쓸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과열 방지 
과도한 열은 탄소 섬유를 결합하거나 프레임 
부품의 연결부의 접착제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65°C (150°F)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내부가 이 
정도의 온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 정비대, 
트레일러 및 트레이너는 주의를 
기울여 사용합니다.
정비대, 차량용 캐리어, 트레이너, 또는 
아동용 트레이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정 
장치는 자전거 프레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정 액세서리의 경우 설명서를 
참조해 자전거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치는 프레임이 특별히 장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있지 않는 한 탄소 섬유 
프레임 튜브에 고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자전거가 운반용 캐리어, 자전거 트레일러, 
기타 비슷한 제품에 호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자전거 매장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배송시 주의를 기울여 자전거 
포장하기 
자전거를 잘못 포장할 경우 운송 도중 
쉽게 파손됩니다. 운송해야할 경우 항상 
단단한 케이스나 상자를 사용해야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및 
포크, 튜브 전체에 폼 패드를 부착하고 단단한 
블록을 사용해 포크 끝단을 보호하고 포크 
블레이드를 구조적을 지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자전거를 운송할 경우 특수한 
법률이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전기 자전거 사용자 설명서를 
trekbikes.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자전거 포장에 관련해 자전거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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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기술적인 진보는 자전거와 자전거 부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혁신의 
속도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서로 모든 자전거에 대한 
수리 또는/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고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설명서에서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어떠한 수리 또는 유지보수는 자전거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변수, 예컨대 탑승자의 주행 
스타일부터 지정학적인 위치와 같은 
요소가 유지보수 필요 정도를 결정합니다. 
유지보수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이는 점점 
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자전거 매장은 
유지보수 필요 정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초 사용 후, 새로운 자전거는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으로 인헤 케이블이 
늘어날 경우 변속 또는 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전거를 구매하고 
약 2개월이 지난 후, 자전거 매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전거로  

주행을 자주 나가지 않았더라도 매년 자전거 
매장에 가서 전체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매번 주행을 하기 전에, 매 주행을 나가기 전 
항목에 강조된대로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trekbikes.com 웹사이트의 지원 항목에서 
거리와 주행한 시간에 따른 검사 및 정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유지보수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 일정은 일반적인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표시된 거리와 시간 이상으로 
자전거를 주행한다면, 권장한 것보다 자전거 
유지보수를 자주 시행해야 합니다. 부품이 
오작동할 경우, 즉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며, 
또는 자전거 매장에 상담해야 합니다. 부품이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자전거 주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교체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자전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trekbikes.com 웹사이트 
지원 항목을 방문해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확인하거나, 자전거 매장에 
정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전거에 윤활유가 
필요할 경우, 매장에 해당 영역에 적합한  
제품을 문의합니다 (예컨대 날씨에 따른 제품 
등, 최선의 윤활유는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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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지보수 일정에 나온대로, 주어진 검사와 유지보수를 표시된 시점에 
시행합니다.

결합 점검 
새로운 자전거가 매장을 떠날 때에[는 볼트와 
연결부가 적절하게 조여져 있지만 — 이러한 
볼트와 연결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절한 토크 사양에 맞춰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크 사양 알기 
토크는 나사 또는 볼트의 조임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지나친 토크값은 볼트를 늘리거나, 
분해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부착된 
부품). 토크값이 너무 작으면 부품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볼트의 피로와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장착된 부품).

토크 렌치는 올바른 조임 정도를 결정하는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토크 
렌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조임 정도를 
적절하게 검사할 수 없으며 자전거 매장에 
상담해야 합니다.

토크 사양은 종종 볼트 또는 부품의 측면이나 
상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품에 사양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trekbikes.com 
웹사이트의 지원 항목을 확인하거나, 또는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데에는 몇 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적절한 토크 사양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안장 클램프 볼트 

• 싯포스트 클램프 볼트 

• 스템 볼트 

• 변속 레버 장착 볼트 

• 브레이크 레버 장착 볼트 

• 브레이크 볼트, 전후방, 케이블 하우징 
스탑에 부착된 모든 볼트도 포함 

• 서스펜션 장착 볼트 및 피봇 볼트

핸들바 
점검:

• 핸들바 그립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움직이거나 회전하지 않아야 함).

• 핸들바 테이프, (적용된 경우) 그리고 
마모되었거나 헐거울 경우 교체해야 함.

• 어떠한 볼트 확장 장치 또는 바 엔드가 
적절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위치해있는지, 
그리고 볼트 덮개가 튼튼하게 고정되었는가.

 경고: 플러그 또는 덮개가 없는 
핸들바 끝단은 충돌시 탑승자를 절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정기적으로 
아동용 자전거를 검사하고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그립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프레임 및 포크 
프레임과 포크를 시험해야 하는데, 특히 
접합부 및 고정 또는 장착된 영역입니다.

피로의 신호를 보고 느껴라: 찌그러짐, 균열, 
긁힘, 변형, 변색, 정상적이지 않은 소음 (예. 
체인이 때리는 소리, 또는 가속시 브레이크가 
긁히는 소리 등). 어떠한 문제점이라도 
발견했을 경우, 자전거로 주행하기 전 자전거 
매장에 문의합니다.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를 점검합니다.

• 림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 표면의 홈 
깊이가 2mm(또는 디렉트 풀 브레이크의 
경우 1mm) 미만일 경우,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합니다.

• 디스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패드가 두께 
1mm 미만일 경우 교체합니다.

•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 로터의 두께/
마모도를 점검합니다. 최소 두께는 대부분 
디스크 표면 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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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및 타이어 
타이어의 손상 또는 마모 영역을 점검합니다. 
타이어가 마모되어 얇아지면, 펑크가 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만약 케이싱에 전체에 
걸쳐 절단되었거나, 케이싱 실밥이 트레드 
밖으로 보인다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합니다.

자전거 매장에서 헐거워진 스포크가 손상된 
스포크를 교체하거나 수리해줄 수 있습니다.

림 마모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림 소재를 
마모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브레이크가 림 
소재를 지나치게 마모시켰다면, 림이 약해져서 
파손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림 마모도: 

• 림의 주변을 따라 얇은 홈이 있습니다 (그림 
2.1). 홈이 어떤 지점에서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림을 교체합니다.

• 림 위의 점 – 보통 스템 밸브 근처에 
있습니다. 점과 같은 표시가 닳아서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림을 교체합니다.

탄소 복합재 림: 직조된 소재가 내장 단방향 
섬유를 덮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섬유가 
노출된다면, 림을 교체해야 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자전거 매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허브가 풀어졌다는 느낌이나 마찰하는 
소음이 생기면, 베어링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 매장에서만 베어링을 
조절해야 합니다.

디레일러 
스프라켓 조합 전체에 걸쳐 기어를 변속해서 
디레일러가 제대로,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체인이 탈락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2.1 알루미늄 림 마모 지표

페달 
페달을 흔들어 크랭크 암에 튼튼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페달을 크랭크 
암에 장착된 상태로 돌려봅니다. 페달이 
부드럽게 돌지 않으면, 매장에 가져가 페달 
베어링을 조절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페달을 조여줍니다. 오른쪽 
페달은 반대편 방향으로 나사산이 
나있습니다.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나사산이 
나있습니다. 적정 토크로 페달을 조이려면 
자전거 매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크랭크 
후방 바퀴를 지면에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크랭크를 살짝 흔들고 크랭크를 돌려봅니다 (
체인링).

크랭크가 헐거워진 느낌이나 소리가 들리면, 
또는 크랭크를 돌릴 때 마찰하는 소음이 
들리면, 자전거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바텀 
브라켓에 (프레임 안에서 크랭크 암이 
회전하도록 만드는 베어링 체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자전거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웹사이트 지원 항목을 
방문해 자세한 설명과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확인하거나, 자전거 매장에 자전거를 가져가 
정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전거 매장에서만 
베어링을 조절해야 합니다.

체인 
체인에 뻣뻣한 링크 또는 마모나 오염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체인을 청소하고 
윤활합니다 (다섯 가지 기초 정비 항목 확인).

액세서리 
모든 액세서리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그리고 
튼튼하게 부착되었는지 점검합니다.

일부 자전거에는, 예컨대 킥스탠드와 같은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의 
지원 항목을 방문해 작동 및 유지보수에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거나, 액세서리에 
포함된 설명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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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케이블의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꼬임, 녹, 풀림, 
또는 마모된 끝단. 케이블은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앤드 캡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케이블 
하우징에 꼬임이 풀린 와이어, 휘어진 끝단, 
절단, 및 마모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케이블이나 하우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전거로 주행하지 않습니다. 와이어 케이블 
조절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자전거 
매장으로 자전거를 가져가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연결된 모든 와이어에 파손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모든 시스템 작동을 점검합니다. 
컨트롤러 도킹에 파손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모든 라이트와 경적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적용된 경우).

펜더
전방 펜더를 장착할 때, 매 설치마다 상부 
마운팅 볼트 나사산을 새로운 록타이트 블루 
242 접착제로 (또는 유사한 대체물) 도포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포크 마운팅 위치에 해당됩니다: 
전방, 후방, 또는 포크 크라운 아래  
(그림 2.1.1).

그림 2.1.1 전방 펜더 마운트 볼트 위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방, 후방, 크라운 아래.

 경고: 펜더를 재설치할 경우, 자전거 
또는 펜더 조립부로부터 공급된 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볼트에는 특정 
크기와 특정 체결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해당 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풀리거나 
탈락한 펜더가 타이어에 닿아 급작스런 
정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 상단 펜더 마운팅 볼트는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단 볼트가 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 설치마다 볼트 
나사산에 새로운 록타이트 블루 242 
접착제를 (또는 유사한 대체물) 도포해야 
합니다. 볼트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풀리거나 탈락한 펜더가 타이어에 
닿아 급작스런 정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라이더가 알아야 할 다섯 가지  
기초 정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계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 모든 라이더들이 반드시 숙달해야 할 다섯  
가지 기초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핵심을  
다루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트렉 바이시클 
유튜브 채널에서 How-To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com/user/trekbikesusa.

1. 타이어 점검 
적정 공기압을 채워넣은 타이어가 즐거운 
주행을 가능케 합니다. 타이어의 공기압과 
마모를 점검하는 것이 자전거의 성능을 
향상하는 첫 걸음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점검 
타이어 게이지, 또는 게이지가 장착된 펌프를 
사용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채우기 (또는 빼기) 
핸드 펌프를 사용하여, 타이어 사이드월에 
표시된 적정 공기압 또는 림에 표시된 적정 
공기압 중에 낮은 수치에 맞춰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넣습니다. 펌프가 사용하는 
밸브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레스타, 
슈레더, 또는 던롭/우즈가 있습니다 (그림 2.2 
확인).

프레스타 밸브일 경우, 타이어에 공기를 넣기 
전에 반드시 상단 밸브를 두 바퀴 정도 풀어야 
합니다.

그림 2.2

던롭 프레스타 슈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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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에 공기압을 지나치게 채우지 않습니다. 
만약 타이어에 권장 범위 이상으로 공기가 
채워졌다면, 공기를 빼낸 후 공기압을 다시 
확인합니다.

참고: 휴게소 펌프 또는 전기 작동식 
컴프레서보다 핸드 펌프 또는 풋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의 경우 공기가 
과도하게 채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타이어 파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PSI BAR kPA PSI BAR kPA

35 2.41 241 80 5.52 552

40 2.76 276 85 5.86 586

45 3.10 310 90 6.21 621

50 3.45 345 95 6.55 655

55 3.79 379 100 6.89 689

60 4.14 414 105 7.24 724

65 4.48 448 110 7.58 758

70 4.83 483 115 7.93 793

75 5.17 517 120 8.27 827

2. 자전거 청소하기 
깨끗한 자전거로 주행을 나가는 게 훨씬 
기분이 좋을 겁니다. 단순히 외관이 
좋아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의 수명도 
늘려줍니다. 자전거의 세부적인 사항에 
지속적인 관심을 주면 유지보수 역시 최신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필요한 물품은 물 호스, 양동이, 중성 세제, 
부드러운 브러시, 그리고 수건입니다.

호스로 자전거를 적히고, 그런 다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세제를 푼 물로 
칠해줍니다. 세제를 행궈낸 다음 닦아냅니다.

주의: 고압의 물은 자전거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압 워셔로 자전거를 세척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압의 물은 또한 전자 커넥터, 
모터, 컨트롤러 또는 전기 시스템의 기타 
부품을 침수시킬 수 있습니다.

3. 체인을 디그리서로 
닦고 체인에 윤활유를 
발라줍니다.
적절한 윤활은 체인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해주며 체인의 수명을 늘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윤활에 앞서 체인을 
세척하는 (디그리서) 것을 권장합니다.

디그리서 세척
다소 지저분해질 수 있으므로 좋은 옷은 
옷장 안에 넣어둬야 합니다. 자전거 전용 
디그리서가 필요합니다 (생분해성 디그리서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용 체인 클리너 공구가 
있지만, 칫솔을 사용해도 됩니다.

디그리서를 칫솔이나 체인 클리너 공구에 
적용한 다음 체인의 아래쪽 부분에 대고 
페달을 뒤로 돌립니다. 디그리서를 바른 다음, 
세제를 푼 물로 체인을 세착하고 브러시로 
닦아낸 다음, 깨끗하게 행궈서 말려줍니다.

 경고: 림 사이드월 또는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 윤활유가 묻으면 
안됩니다. 브레이크 표면의 윤활유는 제동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고 또는 
부상의 가능성을 높히게 됩니다. 브레이크 
표면에 접촉한 윤활유는 모두 닦아냅니다.

윤활
자전거 전용 체인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페달을 뒤로 천천히 돌리면서 각 링크 
핀에 윤활유를 적용합니다. 남은 윤활유는 
닦아냅니다.

그림 2.3: 체인 하단에 윤활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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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체인의 하단 길이 전체에 윤활유를 
바르면서 체인 아래에 행주를 놓아둡니다. 
이렇게 하면 윤활유가 체인스테이 (프레임) 
또는 바퀴에 묻는 것을 방지해 과정이 
전체적으로 덜 지저분해집니다 (그림 2.3).

4. 바퀴 탈거 및 교체

 경고: 전기 자전거 또는 허브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자전거의 경우, 또는 
후방 내장식 기어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허브 브레이크 및 
내장식 허브 기어의 탈거와 재설치에는 
특수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탈거 또는 
조립은 브레이크 또는 기어의 파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제어를 잃고 
낙차하는 원인이 됩니다.

참고: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탈거한 다음 브레이크 레버를 잡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브레이크 패드가 잠기게 되어 
로터를 패드 사이로 밀어넣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후방 바퀴 탈거
1. 카세트의 가장 작은 기어로 변속합니다. 
림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퀵 릴리즈 케이블 
메커니즘을 열어서 후방 브레이크 암이 
열리도록 합니다.

2. 바퀴의 퀵 릴리즈, 너트, 또는 쓰루 액슬을 
풀어줍니다.

3. 디레일러 몸체를 잡은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고, 그런 다음 뒤로 잡아당겨 
드롭아웃에서 바퀴를 빼냅니다.

4. 바퀴를 회전시켜 카세트로부터 체인을 
분리합니다. 바퀴를 세워놓고 기어가 위쪽으로 
오게 해서 자전거를 눕혀눕니다.

바퀴 교체
1. 자전거의 뒤쪽에서 선 상태로, 무릎 사이에 
바퀴를 놓은 다음, 뒷 디레일러를 오른손으로 
잡고 뒤로 잡아당기고 아래로 눌러 체인의 
흘러내린 부분이 카세트 첫 번째 기어에 (
또는 가장 작은 기어) 올라가게 합니다. 바퀴 
액슬이 자전거 프레임의 전체에 걸쳐 잘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퀵 릴리즈를 조여주되 드롭아웃 안쪽에 
적절하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퀵 릴리즈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을 경우 (체인스테이 
방향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 베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림 2.4).

3. 후방 브레이크 (림 브레이크) 퀵 릴리즈 
케이블 메커니즘을 원위치시키면 끝입니다.

 경고: 퀵-릴리즈 장치가 적절히 
조절되어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스포크나 브레이크 
로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퀴가 느슨해지거나 풀릴 수 있으며, 
바퀴를 갑작스럽게 제동할 경우 제어력을 
잃게 되어 탑승자의 낙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주행하기 전 퀵 
릴리즈 레버가 드롭아웃 안쪽으로 제대로 
위치했는지, 잠겼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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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이어 탈거 및 교체
해당 설명은 튜브를 사용하는 표준형 타이어 
체계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타이어의 경우 자전거 매장에 상담하거나 
우리 웹사이트의 지원 항목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바퀴에서 타이어 탈거하기 
1. 내부 튜브에서 공기를 빼내고 밸브 너트를 
풀어줍니다 (프레스타 또는 던롭 밸브).

2. 림에서 타이어를 풀어줍니다.

3. 손이나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림의 한쪽 바깥으로 빼냅니다. 드라이버와 
같은 날카로운 물체를 사용해 타이어를 
제거하면 안됩니다.

4. 타이어의 한쪽을 탈거했다면, 이제 내장 
튜브에 닿을 수 있으며 제거할 수 있습니다.

5. 타이어를 완전히 탈거하려면 손이나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 림의 다른 쪽으로 
타이어를 빼냅니다.

바퀴의 타이어 교체하기 
1. 타이어, 림 테이프, 그리고 림에 결함이 
없는지 사전에 검사합니다.

2. 모양이 잡힐 정도로만 내장 튜브에 공기를 
넣습니다.

3. 타이어 전체에 걸쳐 들어가도록 내장 
튜브를 타이어 안쪽에 넣습니다 . 림의 
구멍으로 밸브 스템을 끼워넣습니다.

4. 오직 손만 사용해서, 타이어를 림의 한쪽에 
밀어넣습니다. 이제 튜브가 림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5. 림의 다른 쪽으로 타이어를 밀어넣습니다.

6. 타이어의 바깥쪽으로부터, 림 쪽으로 밸브 
스템을 밀어넣습니다.

7. 타이어 측면에 표시된 압력까지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적정 공기압 이상으로 
주입하지 않습니다.

8. 림에 타이어 비드가 제대로 안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탄소 섬유 관리
우리는 여러분이 자전거로 안전하게 주행하길 바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트렉 제품을 소유한 고객이 손상된 카본 프레임이나 부품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위한 독점 프로그램인 카본 케어를 만들었습니다. 카본 케어 
프로그램으로부터, 트렉은 손상된 탄소 섬유 프레임, 포크, 또는 부품 
교체에 있어 확실한 가격 절감을 제공합니다.

탄소 섬유란 무엇인가?
탄소 섬유는 경량, 고강도의 소재로 고성능 
자전거 프레임, 포크, 또는 기타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 업체가 선택한 소재입니다. 
탄소 섬유는 또한 자동차와 항공우주 업계를 
포함하는 다양한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파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타 소재와 마찬가지로, 탄소 섬유 역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섬유에 
가해지는 모든 손상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2.5) 탄소 섬유 부품을 금속 부품에 비교해봅시다. 

여러분이 금속 부품에 손상을 주면, 
휘어지거나 형태가 변할 것입니다. 탄소 
섬유에 손상을 주면, 손상은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행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림 2.5: 왼쪽: 과부화로 인해 휘어진 금속 포크. 
오른쪽: 카본 포크는 훨씬 높은 수준의 부하를 
견뎌냈지만, 과부하가 걸렸을 때 완전히 분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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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섬유에 어떻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탄소 섬유 부품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적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만약 다음 중 
어떤 것이라도 겪었을 경우, 자전거 주행을 
즉시 중단하고 공식 트렉 대리점에 가져가 
손상된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 연석, 가드레일, 팟홀, 주차된 차량, 또는 
자전거의 급작스러운 정지를 유발하는 어떤 
것에든 충돌했다.

• 자전거의 급작스러운 정지를 유발하는 
물체에, 전방 바퀴를 들이받았다.

• 자동차나 트럭에 자전거가 충돌했다.

• 자전거가 충돌했는데 느낌이나 소리가 
이상하다.

• 차량 루프 랙에 자전거를 실은 상태로 지하 
주차장이나 차고로 직행했다.

카본 프레임, 포크, 또는 부품이 잠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생각되고 완전성에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파손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야할 일
1. 자전거 주행을 중단합니다.

2. 자전거를 트렉 공식 대리점으로 
가져갑니다.

3. 손상된 프레임이나 부품을 트렉 카본 
케어로 교체합니다.

 경고: 파손된 탄소 섬유 부품은 갑자기 
파손되어,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탄소 섬유는 자전거 부품에 
가해진 손상을 가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충격이나 충돌이 있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자전거 주행을 즉지 중단해야 합니다. 주행 
전 부품을 교체하거나 자전거를 방문하는 
자전거 매장으로 가져가 정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56 추가 자원
58 사이클링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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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원 
본 기초 설명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즐거운 자전거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How-To 영상 
트렉 바이시클은 자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youtube.
com/user/trekbikesusa 
주소로, 모든 자전거와 
전제품에 적용됩니다.

사회적 책임
PeopleforBikes
https://peopleforbikes.org/

PeopleForBikes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라이딩을 추구합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개인 
라이더, 사업체, 공동체 지도자, 그리고 선출된 
공식 인원의 협업으로, 이들은 사람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합시키며 자전거와 자전거의 
이익에 대한 통합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World Bicycle Relief
https://worldbicyclerelief.org

지속가능한 자체 소유 및 배움에 의한 소유를 
겨냥한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교외에 걸쳐 
특별히 설계되어, 지역에서 조립되는 자전거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DreamBikes
https://dream-bikes.org/

DreamBikes는 불우 이웃의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교육해 중고 자전거를 고치고 
판매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Trek 100
https://www.trek100.org

트렉 100은 위스콘신주 워털루에 위치한 트렉 
바이시클의 글로벌 본사에서 매년 주최하는 
자선 자전거 라이딩 행사입니다. 모금된 
헌금은 소아암환자를 위한 중서부 선수 
모임에 기부됩니다 (MACC 펀드).

NICA
https://www.nationalmtb.org

미국 학교 대항 사이클링 협회는 (NICA) 
학생 선수들을 위한 산악 자전거 라이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치진과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과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보증
트렉 케어 제한 보증
여러분의 보증을 책임집니다 
새로운 트렉 자전거는 모두 업계 최고의 보증 
정책과 보상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 바로 
트렉 케어입니다. 여러분의 트렉 자전거를 
등록하면, 트렉 바이시클 코퍼레이션은 (Trek 
Bicycle Corporation) 정식 대리점의 
최초 구매자에게 소재와 마감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합니다: 전체 보증 
내역에 대해서는, https://www.trekbikes.
com/us/en_US/trek_bikes_warranty 
웹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부터 
시작하세요 
공인 트렉 대리점이나 공식 유통업체에 
연락해 보증 청구를 신청합니다. 구매 증빙 
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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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링 용어 해설
에어로바
핸들바 앞쪽으로 나온 확장 장치로 공기역학 
향상을 위해 탑승자가 팔꿈치를 기댈 수 있게 
해줍니다.

비드
바퀴의 림 부분에 걸리게 되는 타이어의 
부속입니다.

바 엔드
일직선 핸들바의 끝단에 수직으로 나온 
확장 장치로서 추가적인 손 위치를 제공하는 
부속입니다.

공유 자전거
사용자들이 짧은 라이딩을 위해 자전거를 
빌려쓰는 즐겁고, 간편하면서도 저렴한 도심 운송 
수단으로 도킹 스테이션에 자전거를 거치하여 
사용합니다.

바이오모션 또는 신체 움직임
대비되는 색상으로 발과 다리의 움직임을 
강조하여 탑승자의 가시성을 향상합니다. 
주간에는 형광색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반사성 
재질을 사용합니다.

케이던스
사이클리스트의 페달 속도입니다 (분당 회전수).

캡틴
탠덤 자전거에서 선회를 (변속, 제동) 담당하는 
탑승자입니다. 또한 조종도 담당합니다.

탄소 섬유
튼튼하면서도 가벼운, 직조 소재로 초경량, 
고강성, 고탄성의 자전거 프레임과 부품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체인가드
체인를 둘러싸는 하우징입니다.

드라이브 사이드
체인과 관련된 구동계 부품들이 자리한 자전거의 
측면을 부르는 용어입니다.

구동계
페달답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크랭크, 체인링 및 체인 (또는 벨트), 그리고 
기어식 자전거의 디레일러와 카세트 역시 부속에 
포함됩니다.

드롭아웃
자전거 프레임에서 싯스테이가 체인스테이와 
만나는 작은 홈 부분입니다. 후방 바퀴 스큐어나 
액슬은 이 드롭아웃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이나모 허브
자전거 바퀴의 허브에 내장되는 작은 전기 
발전기로 보통 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조식 전기 자전거
페달답력을 모터와 배터리로 증폭하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주행할 때, 전기 모터는 오직 
페달을 굴릴 때만 작동합니다.

팻 바이크
튼튼하며,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산악 자전거로 
초광폭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으며 어떤 
지형에서도—눈, 모래, 바위, 그리고 정말로 
달리고 싶은 어느 장소에서든 주행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자전거입니다.

프레임셋 
프레임에 전방 포크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하드테일 
후방 서스펜션이 없는 산악 자전거입니다.

고시인성
높은 가시성의 줄임말입니다. 고시인성 장비와 
의류는 탑승자가 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이브리드 
로드 자전거와 산악 자전거의 장점을 결합한 
다목적 스타일의 자전거입니다. 도심의 거리나 
자갈길 모두에 적합하지만, 거친 오프-로드에 
사용하도록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락아웃 
서스펜션을 잠글 수 있는 기능으로 부드러운 
지형에서 페달링 효율을 늘리도록 서스펜션을 
경직시킵니다.

패니어 
프레임, 핸들바, 또는 자전거 바퀴 위쪽의 랙 위에 
장착되는 가방이나 유사한 컨테이너입니다.

퀵 릴리즈
자전거에 바퀴를 부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한쪽 
끝에 나사산이 들어간 일정한 두께의 막대로 
다른 한쪽에는 레버 작동식 캠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이드 튠드
최적의 승차감을 위해 조정되었다는 개념입니다.

로드 래쉬
충돌로 인해 아스팔트 포장에 미끄러졌을 때 
발생하는 피부 찰과상입니다.

싯마스트
싯 튜브의 확장으로서 프레임에 통합된 
싯포스트입니다.

싱글스피드 
단순함의 미학을 자랑하는 자전거: 한 개의 
프리휠 기어만 있을 뿐, 변속 장치가 없습니다.

싱글트랙
한 대의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는 너비의 
트레일을 말합니다.

스티어러 튜브
포크의 부속으로 프레임의 헤드 튜브 안으로 
삽입됩니다. 헤드셋으로 프레임에 포크를 
장착하는데 사용됩니다.

스텝쓰루
탑 튜브 또는 크로스-바가 없는 극히 낮거나 아예 
없는 종류의 자전거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오픈 
프레임이나 로우-스텝 프레임이 있습니다).

스토커
텐덤 자전거에서 조향을 하지 않는 탑승자를 
말합니다.

텐덤
2인용으로 제작된 자전거입니다.

쓰루 액슬
퀵-릴리즈 스큐어를 대체하는 부품입니다. 쓰루 
액슬은 폐구형 드롭아웃을 통과하여 들어갑니다. 
훨씬 더 튼튼하고 강성이 높은 액슬로, 산악 
자전거 바퀴의 표준으로서 오래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윌리
자전거의 전방 바퀴를 공중으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뒷 바퀴로만 주행하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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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lifetime warranty
The bicycle is covered by a limited lifetime warranty. For more details,  
visit the official website www.trekbikes.com.
ZH  有限终生保修
	 	您的自行车受有限终生保修政策保护。如需详细信息，	

请访问我们的网站：trekbikes.com。

CS CELOŽIVOTNÍ ZÁRUKA S OMEZENÍM

  Na vaše kolo se vztahuje celoživotní záruka s určitými 
omezeními. Podrobnosti najdete na webových stránkách 
trekbikes.com.

DE   EINGESCHRÄNKTE LEBENSLANGE GARANTIE

  Ihr Fahrrad ist durch eine eingeschränkte lebenslange 
Garantie abgedeckt. Einzelheiten finden Sie auf unserer 
Website unter trekbikes.com.

ES  GARANTÍA LIMITADA DE POR VIDA

  Su bicicleta esta cubierta por una garantía limitada de 
por vida. Visite nuestro sitio web en trekbikes.com para 
obtener información detallada.

FR GARANTIE A VIE LIMITEE

  Votre vélo est couvert par une garantie à vie limitée. Pour 
en connaître les détails, rendez-vous sur trekbikes.com.

IT GARANZIA A VITA LIMITATA

  La bicicletta è coperta da garanzia a vita limitata.  
Per maggiori dettagli, visitare il sito internet ufficiale 
trekbikes.com.

JA 限定付生涯保証
	 	お使いの自転車には限定付生涯保証が付いています。	詳	

しくは、弊社Webサイト	trekbikes.com	をご覧ください。

KO 평생 제한 보증
  자전거는 평생 제한 보증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trekbikes.com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NL  BEPERKTE LEVENSLANGE GARANTIE

  Op je fiets zit een beperkte levenslange garantie. Bezoek 
onze website trekbikes.com voor de details.

PL  DOŻYWOTNIA OGRANICZONA GWARANCJA

  Rower jest objęty dożywotnią ograniczoną gwarancją. 
Odwiedź naszą stronę pod adresem trekbikes.com, aby 
uzyskać szczegółowe informacje.

PT  GARANTIA VITALÍCIA LIMITADA

  Sua bicicleta é coberta por uma garantia vitalícia limitada. 
Para detalhes, acesse nosso site na web, trekbikes.com.

RU  ОГРАНИЧЕННАЯ ГАРАНТИЯ НА ВЕСЬ СРОК 
СЛУЖБЫ

  На ваш велосипед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гарантия, 
предоставляемая на весь срок службы. Подробности  
смотрите на нашем сайте на trekbikes.com.

SV  BEGRÄNSAD LIVSTIDSGARANTI

  Din cykel omfattas av en begränsad livstidsgaranti. Mer 
information finns på vår webbplats trekbikes.com.

FI  RAJOITETTU KÄYTTÖAJAN PITUINEN TAKUU

  Pyörälläsi on rajoitettu takuu koko käyttöiän ajan. Käy 
katsomassa takuutietoja kotisivuillamme trekbikes.com.

DA  BEGRÆNSET LIVSTIDSGARANTI

  Din cykel er dækket af en begrænset livstidsgaranti. Besøg 
vores hjemmeside på trekbikes.com, hvis du vil vide mere.

NO  LIVSTIDSGARANTI

  Sykkelen din har en livstidsgaranti. Se vårt nettsted 
trekbikes.com for mer informasjon.

HE

AR

SL   Na bicykel sa vzťahuje obmedzená doživotná záruka. Pre 
viac detailov, navštívte oficiálnu webovú stránku  
www.trekbikes.com.

트렉 본사
미국 
Trek Bicycle Corporation
801 W. Madison St.
Waterloo, WI 53594
800-585-8735
www.trekbikes.com

유럽
Bikeurope BV
Ceintuurbaan 2-20C
3847 LG Harderwijk
네덜란드

호주
Trek Bicycle Corporation
(Australia) Pty Ltd
PO Box 1747
Fyshwick, ACT 2609

  םייחה לכל תלבגומ תוירחא
 רקב ,םיטרפל .םייחה לכל תלבגומ תוירחא י”ע םיסוכמ ךינפוא

.trekbikes.com תבותכב ,ונלש טנרטניאה רתאב

ةايحلا ىدم دودحم نامض
 نم ديزمل .ةايحلا ىدم دودحم نامضب ةجاردلا ةيطغت متي

  يمسرلا عقوملا ةرايزب مق ، ليصافتلا
www.trekbik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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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   该手册的	PDF	版本载于	CD。若您无法访问计算机或希望获取该手册的
打印版本，请按本页下方所示地址发送索取请求。

CS  Elektronickou verzi této příručky najdete na CD ve formátu PDF. 
Pokud nemáte k dispozici počítač a chcete získat příručku v tištěné 
podobě, odešlete žádost na adresu uvedenou dole na této stránce.

DE  Eine Version dieses Handbuchs ist auf der CD als PDF-Datei zu 
finden. Wenn Sie keinen Zugang zu einem Computer haben und eine 
Druckversion des Handbuchs erhalten möchten, fordern Sie diese bitte 
unter der unten auf dieser Seite stehenden Adresse an.

ES  En el CD, encontrará una versión de este manual en formato PDF. Si no 
tiene acceso a un ordenador y desea adquirir un manual impreso, envíe 
una solicitud a la dirección que aparece en la parte inferior de esta 
página.

FR  Ce manuel est disponible en version électronique au format PDF sur 
le CD. Si vous n’avez pas accès à un ordinateur et que vous souhaitez 
acquérir la version imprimée du manuel, veuillez envoyer votre demande 
à l’adresse indiquée en bas de cette page.

IT  Una versione PDF di questo manuale si trova sul CD. Se non disponete 
di un computer e desiderate acquistare un manuale stampato, inviate 
una richiesta all’indirizzo riportato in basso su questa pagina.

JA   このマニュアルのPDF版がCDの中に収められています。コンピューター
を利用できないため印刷版のマニュアルが必要な方は、このページの下
の方に記載されている住所にお申し込みください。

KO   본 버전의 설명서는 CD에 PDF 포맷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거나 인쇄된 설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 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주소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NL  Op de CD is een PDF-versie van deze handleiding te vinden. Heb je 
geen beschikking over een computer en wil je een gedrukt exemplaar 
van de handleiding ontvangen, stuur dan een verzoek naar het adres dat 
onderaan deze pagina staat vermeld.

PL  Na płycie CD znajduje się wersja PDF tego podręcznika. Jeśli nie 
masz dostępu do komputera, a chcesz uzyskać wersję drukowaną, 
wyślij prośbę pod adres podany w dolnej części tej strony.

PT  Uma versão deste manual está disponível em CD e em PDF. Se você 
não tem acesso a computador e deseja adquirir um manual impresso, 
envie uma solicitação para o endereço exibido na parte inferior desta 
página

RU  Вариант эт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 формате PDF имеется на компакт-диске. 
Если вы не имеете доступа к компьютеру и хотите приобрести 
отпечата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аправьте заявку по адресу, указанному 
внизу страницы.

SV  Bruksanvisningen finns som PDF-fil på CD-skivan. Kontakta adressen 
längst ned på sidan om du inte har tillgång till en dator och vill ha 
bruksanvisningen som trycksak.

FI  Tämän oppaan versio on saatavana CD-levyllä PDF-muodossa. Jos 
sinulla ei ole käytössäsi tietokonetta tai haluat painetun oppaan, lähetä 
pyyntö osoitteeseen, jonka löydät tämän sivun alalaidassa.

DA  Denne manual findes også som en PDF-fil på cd'en. Hvis du ikke 
har adgang til en computer, men ønsker at få en trykt manual, er du 
velkommen til at bede om den på den adresse, der ses nederst på 
denne side.

NO  Det finnes en versjon av denne håndboken på CD-en i PDF-format. 
Dersom du ikke har tilgang til datamaskin og vil ha en trykket versjon, 
kan du sende en forespørsel til adressen nederst på denne siden.

HE 

AR 

SL  Na CD nájdete verziu tejto príručky vo formáte PDF. Ak nemáte prístup 
k počítaču a chcete získať vytlačenú príručku, pošlite žiadosť na adresu, 
ktorá sa nachádza v spodnej časti tejto stránky.

ًرادصإ دجتس ، طوغضملا صرقلا ىلع  مل اذإ .PDF قيسنتب ليلدلا اذه نم ا
 ، عوبطم ليلد ءارش يف بغرتو رتويبمك زاهج ىلإ لوصولا قح كيدل نكي

ًبلط لسرأف .ةحفصلا هذه لفسأ يف رهظي يذلا ناونعلا ىلإ ا

.PDF ץבוקכ רוטילקתה יבג לע הנימז הז ךירדמ לש הסרג

 תבותכה לא השקב חלש אנא ,ספדומ ךירדמ לבקל ךנוצרבו בשחמל השיג ךל ןיא םא.

הז דומע תיתחתב העיפומה

On the CD, you will find a version of this manual in PDF format. If you do not have 
access to a computer and want to purchase a printed manual, send a request to the 
address that appears at the bottom of this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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