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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컴포넌트 설치하기

 8. 8. 안장 높이를 조절하려면, 두 개의 싯포스트 
클램프 볼트를 풀어주고, 높이를 조절한 다음, 권장 
토크 값으로 볼트를 다시 조여줍니다.

싯포스트 볼트

 참고  긴 스템의 5mm 소켓을 토크 렌치에 사용
해 싯포스트 볼트를 조여줍니다. 이러한 과정은 볼트의  
적합성을 개선하고 자전거 마감에 렌치 자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B. 앞 디레일러 설치하기

 1. 특수 카본 와셔와 볼트를 사용해 앞 디레일러를 
디레일러 행어 기저부에 설치합니다. 디레일러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만 볼트를 조여줍니다. 아직 
완전히 조이지 않습니다.

C. 뒷 디레일럿 설치하기

 1. 5. 뒷 디레일러를 디레일러 행어에 설치합니다. 
OEM 토크 스펙에 맞춰 조여줍니다.

D. 체인 키퍼 설치하기

 1. 2. 체인 키퍼를 전방 디레일러 행어 기저부에 
설치합니다. 3Nm에 맞춰 토크 렌치로 볼트를 
조여줍니다.

1 공통 컴포넌트 설치하기

A. 싯포스트 설치 및 조절
필요 공구 및 소모품

• 안장 • 아래쪽 덮개
• 싯포스트 •  긴 스템의 5mm  

육각 소켓
• 싯포스트 웨지 및 볼트 • 토크 렌치

 1. 설치에 앞서 싯포스트 웨지의 고무줄이나 테이프를 
모두 제거합니다.

 2. 하단 실링을 싯포스트의 아래쪽에 설치합니다.

 참고  싯포스트를 끝까지 삽입할 경우, 하단  
실링을 제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3. 싯포스트를 싯마스트에 삽입합니다. 싯포스트 
삽입에 앞서 웨지가 싯포스트 안쪽에 위치해도록 
해야 합니다.

 4. 4. 싯포스트와 웨지가 적당히 고정될 정도로만 
볼트를 조여줍니다. 아직 완전히 조이지 않습니다.

싯포스트 볼트

 5. 안장을 설치합니다. 클램프 이어 부품이 안장 레일 
형상에 잘 맞는지 확인합니다.

 6. 안장 위의 각도를 조정하기 위해, 뒤쪽 조임 
볼트를 풀고, 각도를 조정한 다음, 볼트를 다시 
조여줍니다.

 7. 안장을 앞/뒤 위치로 조정하려면, 측면 레일 
클램프 볼트를 풀어주고, 안장을 밀고, 다시 볼트를 
조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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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및 하우징을 프레임에 통과시켜 라우팅하기3브레이크 라우팅 및 설치하기2

A. 기계식
전방 디레일러 하우징 라우팅하기

 1. 전방 디레일러 하우징을 헤드 튜브에서 
라우팅하여, 다운 튜브를 통과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 싯 튜브 기저부의 전방 디레일러 
구멍으로 나오게 합니다.

 2. 그로밋을 하우징에 삽입하고 하우징을 전방 
디레일러 스탑에 놓습니다.

 3 그로밋을 프레임의 제위치에 세팅합니다.

후방 디레일러 하우징 라우팅하기

 1. 후방 디레일러 하우징을 체인스테이 구멍에서부터 
라우팅하여, 바텀 브라켓을 통과해 다운튜브 
위쪽으로 보낸 다음 헤드 튜브 위로 나오게 
합니다.

 2. 헤드 튜브의 드라이브 사이드로부터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으로 하우징과 호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방 브레이크 
호스
후방  
디레일러  
하우징

전방  
디레일러  
하우징

1. 전방 디레일러 하우징

2. 후방 브레이크 호스

3. 후방 디레일러 하우징

A. 후방 브레이크 프레임에 설치하기

 1. 5페이지 하단의 그림을 참조해 헤드 튜브의 올바른 
하우징 위치를 확인합니다.

 2. 논-드라이브 사이드 체인 스테이에서 고무 
그로밋을 제거합니다.

 3. 그로밋을 브레이크 호스로 밀어넣고 그로밋 구멍을 
통과시켜 호스를 라우팅합니다.

 4. 호스가 바텀 브라켓을 통과하도록, 다운 
튜브 위쪽을 향해, 헤드 튜브 밖으로 나오게 
라우팅합니다.

 5. 그로밋을 다시 체인스테이 구멍으로 꽂아줍니다.

 6. 브레이크를 제위치에 볼트로 장착합니다.

B. 전방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호스 설치하기

 1. 하단 베어링을 포크 레이스에 놓습니다.

 2. 호스가 포크 작업구를 통과해 (논-드라이브 사이트) 
스티어러 튜브의 뒤쪽 구멍으로 빠져나오게 
라우팅합니다. 

 3. 브레이크를 포크에 연결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정될 
정도로만 볼트를 조여줍니다. 완전히 조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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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볼트를 1.2Nm으로 조여줍니다.

 3. 레버가 드라이브 사이드를 가리키게 해서 보관함 
덮개를 설치합니다.

덮개 닫힘

 4. 절차에 관련해 부록을 봅니다: 다운 튜브 보관함 
도어를 조립하고 설치합니다.

B. Di2
앞 디레일러 케이블을 라우팅합니다

 1. 앞 디레일러 케이블을 디레일러에 연결합니다.

 2. 케이블이 그로밋을 통과하도록 하여, 싯 튜브 
아래쪽의 구멍으로 넣은 다음, 바텀 브라켓으로 
나오게 합니다.

 3. 그로밋을 프레임의 제위치에 세팅합니다.

뒷 디레일러 케이블 라우팅하기

 참고  후방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호스는 헤드 튜브를 통과해 위쪽으로 라우팅되어 있어
야 합니다.

조립 전문가 팁: 해당 설치에 도움이 되도록, 파크 툴 
IR-1.2 내장식 케이블 라우팅 킷을 사용합니다.

 1. 뒷 디레일러 케이블을 디레일러에 연결합니다.

 3. 그로밋을 디레일러 하우징 둘레로 넣고 그로밋을 
드라이브 사이드 드롭아웃 아래에 삽입합니다.

 4. 하우징을 후방 디레일러 스탑에 놓습니다.

다운 튜브 케이블 가이드 설치하기

 1. 케이블 가이드를 케이블과 호스 아래로 다운 튜브 
작업구에 밀어 넣습니다.

 2. 케이블과 호스를 가이드 클립에 올바른 순서와 
위치에 맞춰 끼워줍니다 (논-드라이브 사이드에서 
드라이브 사이드로):

1. 후방 브레이크

2. 앞 디레일러

3. 뒷 디레일러

전방  
디레일러  
하우징

후방 브레이크 
호스

후방 
디레일러  
하우징

 3. 하우징과 호스를 헤드 튜브에서 잡은 상태로, 
가이드를 다운튜브 아래로 움직여 가이드 구멍이 
다운튜브 아래쪽의 구멍에 정렬되도록 합니다.

 4. 다운튜브 아래쪽에서, 볼트 두 개를 사용해 케이블 
가이드를 프레임에 연결합니다. 3Nm에 맞춰 토크 
렌치로 볼트를 조여줍니다.

다운 튜브 윈도우 프레임에 설치하기

 1. 윈도우 프레임을 다운 튜브 보관함 구멍에 
설치합니다.

 참고  윈도우 프레임 탭이 보관함 구멍의 상단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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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운튜브 아래쪽에서, 볼트 두 개를 사용해 케이블 
가이드를 프레임에 연결합니다. 볼트를 3Nm으로 
조여줍니다.

다운 튜브 윈도우 프레임에 설치하기

 1. 윈도우 프레임을 다운 튜브 보관함 구멍에 
설치합니다.

 참고  윈도우 프레임 탭이 보관함 구멍의 상단에 
오도록 해야 합니다.

 2. 볼트를 1.2Nm으로 조여줍니다.

 3. 레버가 드라이브 사이드를 가리키게 해서 보관함 
덮개를 설치합니다.

 4. 절차에 관련해 부록을 봅니다: 다운 튜브 보관함 
도어를 조립 및 설치합니다.

핸들바 케이블 라우팅 
조립 전문가 팁: 

1.   해당 설치에 도움이 되도록, 파크 툴 IR-1.2 
내장식 케이블 라우팅 킷을 사용합니다.

2.   케이블 라우팅을 쉽게 하도록, 핸들바를 
자전거 작업대에 고정합니다.

 2. 뒷 디레일러 케이블을 드라이브 사이드 체인스테이 
 구멍에서 바텀 브라켓 구멍으로 라우팅합니다.

 3. 그로밋을 디레일러 하우징 둘레로 넣고 그로밋을 
드라이브 사이드 드롭아웃 아래에 삽입합니다.

배터리 라우팅 및 설치하기

 1. 배터리를 배터리 홀더와 케이블 가이드에 
놓습니다.

 2. 나사를 0.3Nm로 조여줍니다.

 3. 배터리 와이어를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4. 배터리 와이어를 보관함 구멍으로 넣어 바텀 
브라켓 구멍으로 나오게 라우팅합니다.

 5. 바텀 브라켓 구멍으로 총 세 개의 와이어가 나와야 
합니다.

 6. 배터리, 와이어, 그리고 케이블 가이드 조립부를 
브레이크 호스 아래에 오게 하여 보관함 구멍으로 
밀어 넣습니다.

 7. 후방 브레이크 호스를 케이블 가이드의 드라이브 
사이드 슬롯에 끼워줍니다.

 8. 헤드 튜브 상단에서, 후방 브레이크 호스를 잡은 
상태로 가이드를 다운튜브 아래로 움직여 가이드 
구멍이 다운튜브 아래쪽의 구멍에 정렬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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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설치하기

 1. 하단 베어링이 설치된 포크에, 스티어러 튜브와 
브레이크 호스를 헤드 튜브 아래쪽을 통과시켜 
위로 밀어 넣습니다.

 2. 브레이크 호스가 탑 튜브 케이블 구멍을 
통과하도록 가이드합니다.

 3. 스티어러 튜브가 아이소스피드 조립부를 
통과하도록 밀어 넣습니다.

 참고  두 개의 브레이크 호스와 디레일러 
 케이블이 탑 튜브 구멍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방 브레이크  
호스

전방 브레이크  
호스

뒷  
디레일러 

케이블

앞  
디레일러  
케이블

 4. 다음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프론트 아이소스피드 
그로밋, 아이소스피드 스페이서, 상단 베어링, 
스플릿 링, 그리고 상단 덮개.

 5. 브로우 덮개를 설치합니다. 브로우 덮개 
표면 양쪽을 휘어, 헤드 튜브 상단을 덮도록 
위치시킵니다.

 1. 파크 툴 와이어를 오른쪽 바엔드에서 핸들바를 
통과하여 핸들바 왼쪽 바 엔드로 라우팅합니다.

 2. 긴 왼쪽 변속 레버 Di2 선을 (1200mm) 오른쪽 
바 엔드에서 핸들바를 통과하여 잡아당겨, 왼쪽 
아래 변속 레버 구멍으로 나오게 합니다. 와이어를 
핸들바에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3. 짧은 오른쪽 변속 레버 Di2 와이어를 오른쪽 
아래의 변속 레버 구멍에서 라우팅하여, 오른쪽 
바 엔드로 나오게 합니다. 와이어를 핸들바에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제 두 개의 Di2 와이어가 오른쪽 핸들바 끝에 붙어있게 
됩니다.

 4. 두 개의 와이어를 바 엔드 플러그에 꽂아줍니다.

 참고  두 와이어의 드러난 플러그 끝단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 Di2 와이어를 헤드 튜브의 상단에서부터 
라우팅하여, 다운 튜브 아래로, 그리고 바텀 브라켓 
아래로 나오게 합니다. 해당 와이어는 오른쪽 변속 
레버에 연결됩니다.

이제 네 개의 Di2 와이어가 바텀 브라켓 구멍에 붙어있게 
됩니다.

 6. 네 개의 와이어를 정션 박스에 꽂아줍니다. 
와이어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  정션 박스와 네 개의 와이어가 바텀 브라켓 구멍을 
통과하도록 하여 다운 튜브로 들어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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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계식
브레이크 호스 및 하우징 케이블 연결하기
탑 튜브 케이블 가이드 설치하기

 1. 케이블 가이드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브레이크 호스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 디레일러 
케이블을 끼워줍니다.

•  드라이브 사이드: 후방 브레이크 호스;  
뒷 디레일러 케이블.

•  논-드라이브 사이드: 전방 브레이크 호스;  
앞 디레일러 케이블.

 2. 케이블 가이드를 헤드 튜브 구멍 상단의 제위치에 
아래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참고  모터 바이크 스타일 라우팅을 할 경우 브레이
크 호스가 교차될 것입니다.

 3. 볼트를 설치하고 1Nm로 조여줍니다.

올바른 방향

B. Di2
탑 튜브 케이블 가이드 설치하기

 1. 케이블 가이드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브레이크 호스를 먼저 끼우고, 그 다음 Di2 
와이어를 끼워줍니다.

• 드라이브 사이드: 후방 브레이크 호스; Di2 
와이어.

•  논-드라이브 사이드: 전방 브레이크 호스.

 2. 케이블 가이드를 헤드 튜브 구멍 상단의 제위치에 
아래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3. 볼트를 설치하고 1Nm로 조여줍니다.

변속 레버 설치하기

 1. 호스와 와이어 (Di2) 또는 케이블이 (기계식) 케이블 
랭글러를 통과하도록 하여 라우팅합니다.

 2. 랭글러에서부터, 핸들바의 왼쪽과 오른쪽을 따라 
선을 라우팅합니다.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

스템을 설치합니다

 1. 원하는 종류의 헤드셋 스페이서와 스템을 스티어러 
튜브에 설치합니다.

 2. 스템을 정렬하고 스템 핀치 볼트를 권장 토크 값에 
맞춰 조여줍니다.

핸들바 설치하기

 1. 케이블 랭글러를 핸들바 위에 끼워줍니다. 
랭글러는 스템에 안착되므로 위치가 중요합니다.

 참고  블렌더 호환성에 따라 각기 다른  
스템에 맞는 케이블 랭글러가 있습니다.  
(부품 번호: 582439, 584649, 587846).

 참고  트렉은 케이블 랭글러를 100mm 길이 이상의 
스템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템이 100mm 이하일 
경우, 케이블 랭글러가 어떠한 이점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2. 핸들바를 스템의 제위치에 놓고 스펙에 따라 면판 
볼트를 조여줍니다.

 참고  랭글러의 탭이 스템의 스페이서와 정렬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케이블 랭글러, 스템, 그리고 핸들바가 적절하게 
조립된 경우, 클립과 핸들바 사이에 어떠한 움직임 
없이 케이블 루프를 잡아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케이블 랭글러 루프

 4. 적절하게 조립된 경우, 스템 아래쪽에서 케이블 
랭클러 탭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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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속 레버를 핸들바의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4. 브레이크 호스와 변속 하우징을 적절한 길이로 
잘라냅니다. 케이블 길이는 핸들바가 +/-60도로 
자유롭게 화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합니다.

6 도마니 토크 사양

컴포넌트 토크값

체인키퍼 볼트 3Nm
다운 튜브 윈도우 프레임 볼트 1.2Nm
배터리 홀더 볼트 0.3Nm
프레임에 장착되는 케이블 가이드 볼트 3Nm
리어 아이소스피드 프레임 나사 8Nm
탑 튜브 케이블 가이드 볼트 1Nm
댐퍼 조립부 볼트 5Nm
바텀 브라켓 최대 50Nm
보관함 도어-공구 홀더 나사 1Nm
싯포스트 볼트 7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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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용 Di2 핸들바 사양

드라이브 사이드 
변속 레버에서 정션 A

논-드라이브 사이드 
변속 레버에서 정션 A

드라이브 사이드 
변속 레버에서 정션 B

배터리에서  
정션 B

앞 디레일러에서 
정션 B

뒷 디레일러에서 
정션 B

300 1200 14001 300 400 600

 참고  1 해당 와이어 길이는 프레임 사이즈, 스템  
길이 또는 핸들바 너비를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기타  
와이어 길이는 프레임 사이즈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7 정비 정보 8 부록

A. 프론트 아이소스피드 설치하기
 1. 양쪽 헤드 튜브에 위치한 천공부와 내부 접촉면 

전체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2. 프론트 아이소스피드 디커플러의 양쪽 베어링에 
와셔를 장착합니다.

 3. 두 손가락으로 와셔를 고정하여 프론트 
아이소스피드를 누른 상태로, 헤드 튜브의 빈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디커플러의 
양쪽 구멍을 프레임의 천공부에 정렬합니다.

 4. 디커플러의 안쪽 방향으로, 드라이브 사이드 
천공부에 나사 한 개를 모서리가 헤드 튜브 밖으로 
나오게 삽입합니다.

 5. 타원형 너트의 끝을 사각면으로 향해 천공부에 
맞춰 넣습니다.

사각면

 6. 손가락으로 디커플러를 잡고 나사를 헤드 튜브 
바깥쪽을 향해 밀어줍니다.

색상 코드, 그림에만 해당:
후방 브레이크 = 빨간색
전방 브레이크 = 짙은 회색
Di2 와이어 = 옅은 회색

오른쪽 변속 레버
- 에서 바 엔드 플러그
- 에서 정션 B

바 엔드 플러그
- 에서 왼쪽 레버
- 에서 오른쪽 레버
 핸들바를 통과해,
 왼쪽 드롭의 구멍 밖으로
 바 테이프 아래로

정션 B
- 에서 오른쪽 레버
- 에서 배터리
- 에서 앞 디레일러
- 에서 뒷 디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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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다음 단계를 위해 타원형 너트를 반드시 "왼쪽" 
방향으로, 손으로 몇 번 조여줍니다. 나사산에 
그리스를 바르지 않습니다.

 8. 타원형 너트의 형상은 헤드 튜브의 타원형 
결합부에 맞게끔 설계되었습니다. 타원형 너트를 
손으로 조여주되, 너트의 타원 부분을 헤드 튜브의 
선틀에 맞춰 정렬합니다.

선틀

 9. 한 손을 헤드 튜브의 반대 쪽에 놓고 (9a), 다른 
손으로는 토크 키를 너트에 넣어 너트가 헤드 
튜브에 장착되도록 양쪽 손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9b). 압력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줍니다 (9c). 이 과정에서 나사는 
헤드 튜브 안쪽에서 너트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적당히 고정될 정도로 장착하되, 과도한 힘으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9c
9b

9a

10. 디커플러의 다른 쪽에도 4단계에서 8단계 과정을 
반복합니다.

사각면

11. 반대편에도 9단계 과정을 반복합니다.

	 프론트 아이소스피드 설치하기

12. 결합부를 완전히 고정하려면, 적당한 압력을 가한 
상태로 토크 렌치를 이용해 천천히 조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디커플러 내부 볼트의 회전을 방지하고, 
볼트가 너트 방향으로 고정될 것입니다. 최대 8Nm
로 고정합니다.

13. 반대편에도 12단계 과정을 반복합니다.

14. 디커플러가 설치 이후에도 움직임이 자유로운가 
확인합니다. 그렇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 
풀어낸 다음 연결부를 세척하고, 그리스를 도포해 
재설치합니다.

 

15. 예압 스페이서를 디커플러 안으로 밀어 넣되 "
베어링" 라벨은 상단, "스프링" 라벨은 하단을 
향하도록 합니다.

 참고  디커플러 양쪽의 나사 부분에 정렬해야 하는 평
면부가 있습니다.

BEARING
SPRING

 참고  상단 베어링이 위치하는 상단 사각면을 제외
하고 아이소스피드 조립부에는 그리스가 도포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를 하단 베어링, 물결 와셔, 하단 스플릿 링, 또
는 스페이서에 도포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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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리어 아이소스피드 설치하기

 1. 댐퍼 조립부를 싯 튜브 안에 설치합니다. 댐퍼 
방향은 위쪽을 향해야 합니다.

 2. 댐퍼를 제위치에 고정한 상태에서 두 개의 M4 
볼트를 설치합니다. 볼트를 5Nm으로 조여줍니다.

 참고  댐퍼 조절 나사가 뒤쪽으로 나와있어야 합니다.

 3. 아이소스피드 그로밋을 싯 마스트 상단 위쪽에 
놓습니다.

 4. 표면을 알코올이나  
 비슷한 디그리서로  
세척하고 접착 범퍼를  
싯 마스트 혀 부분의  
앞쪽으로 향한 끝단에  
설치합니다.

 5. 싯 마스트를 프레임에 삽입합니다.

 6. 그로밋을 프레임의 제위치에 넣어 줍니다.

 7. 논-드라이브 사이드에 피봇 볼트, 와셔, 물결 와셔, 
그리고 너트를 삽입합니다.

중요: 와셔와 물결 와셔는 반드시 볼트 머리 쪽에 있어야 
합니다.

	 리어 아이소스피드 설치하기

평면 와셔

물결 와셔

볼트 머리

 8. 8Nm에 맞춰 토크 렌치로 볼트를 조여줍니다. 토크 
렌치를 6mm 쪽이 아닌, 8mm 쪽에 사용합니다.

 9. 슬라이더를 싯 마스트 혀 부분에 설치합니다.

10. 볼트와 와셔를 디커플러의 앞쪽을 바라보는 
끝단에 설치하고 데칼에 세겨진 스펙에 맞춰 토크 
렌치로 조여줍니다.

11. 댐퍼 조절 나사를 조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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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다운 튜브 보관함 도어를 조립하고  
설치하기

필요한 부품:

1 2

5

8

3

6

4

7

1. 물결 와셔
2. 평면 와셔
3. 레버
4. 핀

5. 날개
6. 보관함 도어
7. 나사 (2)
8. 날개 커버/공구 홀더

 1. 핀을 날개 부분에 미리 걸어줍니다.

 참고  핀이 날개 중간의 구멍으로 들어가 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평면 와셔 레버 샤프트에 넣어 줍니다.

 3. 안쪽에서, 웨이브 스프링을 레버 샤프트 위쪽으로 
넣어 줍니다.

 4. 날개골이 보이는 방향으로 날개를 레버 샤프트에 
넣어 줍니다.

 5. 레버가 닫힌 위치에서 날개가 물통 선에 수직이 
되도록 샤프트와 날개의 구멍을 정렬합니다.

	 다운 튜브 보관함 도어를 조립하고 설치합니다. 	 다운 튜브 보관함 도어를 조립하고 설치합니다.

 6. 핀을 통과시켜 눌러 넣어 날개를 고정합니다.

 7. 공구 홀더 탭을 도어의 관에 맞춰 세팅합니다.

 8. 두 개의 나사를 1Nm에 토크에 맞춰 설치합니다.

 9. 본트래거 멀티-툴을 장비할 경우, 공구를 노치가 
걸리지 않은 쪽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제위치에 밀어 넣습니다.

10. 공구를 분리하려면, 툴을 노치에서 밀어 홀더의 
반대편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툴을 약 45도 각도로 
밀어서 꺼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를  
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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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47 바텀 브라켓 설치하기

 1. 바텀 프라켓의 나사산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2. 프레임의 나사산에 그리스를 도포합니다.

 3. 손으로 바텀 브라켓을 프레임에 조여줍니다:

• 드라이브 사이드: 역나사 방향 (왼나사)

• 논-드라이브 사이드: 나사 방향 (오른나사)

 4. 바텀 브라켓 전용 설치 공구를 사용해 브라켓을 
OEM 토크 스펙에 맞춰 조여줍니다. 최대 50N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