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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1년 에몬다	SLR	또는	SL을	
성공적으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서에	
약술된 조립 순서를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조립	
순서를 변경하면 조립 과정이 길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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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레임 케이블 라우팅프레임 케이블 라우팅

모든 케이블 라우팅에 있어	SLR과	SL	간의 유일한 차이는 뒷 드레일러 출구 구멍입니다.

• SLR:	드라이브사이드 드롭아웃
• SL:	드라이드사이드 체인스테이

SLR 기계식

SLR Di2

SLR e탭 

SL 기계식

뒷 드레일러 와이어

후방 브레이크 호스

변속 하우징

전방 브레이크 호스

뒷 드레일러 와이어

뒷 드레일러		
구멍 플러그

후방 브레이크 호스

인터널 배터리 마운트

DI2	와이어

정션 박스

전방 브레이크 호스

뒷 드레일러		
구멍 플러그

후방 브레이크 호스

전방 브레이크 호스

5MM	브레이크 호스

4MM[RD]		
하우징

4MM[FD]		
하우징

전방 브레이크 하우징	
입구

포크를 통과하는	5MM	
전방 브레이크 호스

전방 브레이크		
호스 출구

RD	하우징 출구

[RD]	내부에 라우팅된	
케이블	[DS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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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라우팅하기 및 설치하기3공통 컴포넌트 설치하기2

후방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호스 설치하기

1. 비-드라이브사이드 체인스테이에서 고무 그로밋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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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스가 바텀 브래킷을 통과해서 다운 튜브	
위쪽으로,	그리고 헤드 튜브의 상단 밖으로 나오게	
라우팅합니다.

중요: 바텀 브래킷이 설치되면 호스가 바텀 브래킷 쉘 ‘
위’로 가도록 라우팅하십시오.

4. 그로밋을 다시 체인스테이 구멍으로 꽂아줍니다.

5. 브레이크를 비-드라이브사이드 체인스테이로	
마운팅한 후 볼트를	OEM	토크 사양에 맞춰	
조여줍니다.

6. 포크와 핸들바가 설치되고 브레이크 레버가 최종	
위치에 놓이면 브레이크 호스를 브레이크 레버에	
부착합니다.

전방 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호스 설치하기

1. 스티어러 튜브에 하단 베어링을 놓습니다.

2. 전방 브레이크 호스가 포크 작업구를 통과해(비-
드라이브사이드)	스티어러 튜브의 뒤쪽 구멍을	
통과해 위로 빠져나오게 라우팅합니다.

3. 브레이크를 포크에 마운팅한 후 볼트를	OEM	토크	
사양에 맞춰 조여줍니다.

Di2
일체형 핸들바 와이어 라우팅

바 구멍을	
통과하여
좌우 변속기로	
향하는 	바엔드	
정션 박스

바엔드로 향하는	
우측 변속기와 바텀	
브래킷 정션 박스

분리형 핸들바 와이어 라우팅

바 구멍을	
통과하여 좌우	
변속기로 향하는	
바엔드 정션 박스

바엔드로 향하는	
우측 변속기와 바텀	
브래킷 정션 박스

 참고  두 개의Di2	변속기 와이어가 핸들바	
내부에 라우팅되어 있습니다.	바텀 브래킷과	
브레이크 호스로 연결된	Di2	와이어는 핸들바	
바깥에 라우팅됩니다.

체인 키퍼 설치하기

1. 체인 키퍼를 앞 드레일러 행어 기저부에	
설치합니다.	마운팅 볼트를	3Nm의 토크로	
조입니다.	

2. 크랭크가 설치되면 체인 키퍼를 최종적으로	
조절합니다.

스티어 스톱 설치하기

1. 스티어 스톱을 헤드 튜브 보어 상단에 설치합니다.

2. 볼트를 권장 토크로 조입니다.	단,	0.7Nm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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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및 하우징을 프레임에 통과시켜 라우팅하기44 케이블 및 하우징을 프레임에 통과시켜 라우팅하기

2. 뒷 드레일러를 뒷 드레일러 행어에 설치합니다.	
OEM	토크 사양에 맞춰 조여줍니다.

3. 하우징을 뒷 드레일러 스톱에 놓습니다.

4. 그로밋을 드레일러 하우징 주변에 놓고 뒷	
드레일러 하우징 출구로 삽입합니다.

B. Di2
앞 드레일러와  
드레일러 와이어 설치하기

1. 케이블이 그로밋을 통과하도록 하여,	싯 튜브	
아래쪽의 구멍으로 넣은 다음,	바텀 브래킷으로	
나오게 합니다.

2. 그로밋을 프레임의 제위치에 세팅합니다.

3. 와이어를 앞 드레일러에 놓습니다.

4. 앞 드레일러를 앞 드레일러 행어의 기저부에	
마운팅합니다.

 참고  카본 앞 드레일러 행어가 있는	
프레임의 경우 앞 드레일러에 따라온 와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트렉 고유의 카본 와셔(PN	
W531901)와 트렉 고유의 앞 드레일러 고정 볼트
(W543903)를 사용하십시오.

5. 바텀 브래킷과 크랭크 암이 설치되면 드레일러	
마운팅 볼트를	5.2Nm의 토크로 조입니다.

A. 기계식
앞 드레일러와  
드레일러 하우징 설치하기

1. 앞 드레일러 하우징을 헤드 튜브에서 라우팅하여,	
다운튜브를 통과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한 다음	
싯 튜브 기저부의 앞 드레일러 구멍으로 나오게	
합니다.

중요: 바텀 브래킷이 설치되면 하우징이 바텀 
브래킷 쉘 ‘위’로 가도록 라우팅하십시오.

2. 그로밋을 하우징으로 꽂아 프레임상 제자리에	
설치되도록 합니다.

3. 하우징을 앞 드레일러 스톱에 놓습니다.

4. 앞 드레일러를 앞 드레일러 행어의 기저부에	
마운팅합니다.

 참고  카본 프레임의 경우 드레일러와 함께	
제공된 와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트렉 지정 카본	
와셔(PN	W531901)를 사용하십시오.

5. 바텀 브래킷과 크랭크 암이 설치되면 드레일러	
마운팅 볼트를	5.2Nm의 토크로 조입니다.

뒷 드레일러와  
드레일러 하우징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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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뒷 드레일러 하우징을 체인스테이 구멍에서부터	
라우팅하여,	바텀 브래킷을 통과해 다운튜브	
위쪽으로 보낸 다음 헤드 튜브 위로 나오게	
합니다.

SLR

SL

RD	하우징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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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케이블 및 하우징을 프레임에 통과시켜 라우팅하기	 케이블 및 하우징을 프레임에 통과시켜 라우팅하기

배터리 라우팅하기 및 설치하기

1. 배터리 와이어를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2. 배터리 와이어를 싯 튜브 아래로 넣어 바텀 브래킷	
구멍으로 나오게 라우팅합니다.

3. 배터리를 싯 튜브 내 배터리 마운트에	
위치시킵니다.

인터널 배터리 마운트

4. 이제 바텀 브래킷 구멍으로 총 세 개의 와이어가	
나와야 합니다.

와이어를 프레임에 통과시켜 라우팅하기

1. Di2	와이어를 헤드 튜브의 상단에서부터	
라우팅하여,	다운 튜브 아래로,	그리고 바텀 브래킷	
아래로 나오게 합니다.

2. 와이어가 우측 변속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헤드	
튜브 위로 충분히 나오도록 합니다.

이제 네 개의	Di2	와이어가 바텀 브래킷 구멍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3. 정션 박스를 쥐고 거기에 네 개의 와이어를 모두	
꽂아줍니다.

 와이어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 정션 박스와 네 개의 와이어가 바텀 브래킷 구멍을	
통과하도록 하여 다운 튜브로 들어가게 합니다.

뒷 드레일러와  
드레일러 와이어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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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뒷 드레일러 와이어를 드라이브사이드 체인스테이	
구멍에서 바텀 브래킷 구멍으로 라우팅합니다.

SLR

SL

RD	하우징		
출구

2. 뒷 드레일러를 뒷 드레일러 행어에 설치하고	OEM	
토크 사양에 맞춰 조여줍니다.

3. 와이어를 뒷 드레일러에 연결합니다.

4. 그로밋을 와이어 주변에 놓은 뒤 뒷 드레일러	
하우징 출구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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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크 설치하기 6 헤드셋과 스템, 핸들바 조립하기

1. 헤드셋 스페이서 및 라우팅 스페이서 설치하기

2. 핸들바와 스템이 분리된 컴포넌트 상태에		있을 때:

익스팬더	
플러스/탑 캡

핸들바

5MM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베어링 탑 캡
스플릿 링

상단 헤드셋	
베어링

하단 헤드셋	
베어링

헤드셋	
스페이서

볼트
스티어 스톱

라우팅	
스페이서

스템

15MM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A. 스템을 마운팅합니다.
B. 익스팬더 플러그를 설치합니다.
C. 핸들바를 설치합니다.
D. 탑 캡 어셈블리를 설치하고 헤드셋을	

조절합니다/조여줍니다.
E. 스템 볼트를	(스티어러 튜브로)	토크 사양에	

맞게 조여줍니다.

3. 핸들바/스템이 일체형으로 있을 때:

익스팬더		
플러그/	

탑 캡

핸들바/스템

5MM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베어링 탑 캡

스플릿 링

상단 헤드셋 베어링

하단 헤드셋 베어링

볼트
스티어	

스톱

라우팅 스페이서

15MM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A. 익스팬더 플러그를 설치합니다.
B. 핸들바/스템을 설치합니다.
C. 탑 캡 어셈블리를 설치하고 헤드셋을	

조절합니다/조여줍니다.
D. 스템 볼트를 사양에 맞는 토크로	

조여줍니다.

 참고  트렉과 본트래거 카본 포크는 스템	
클램프를 완전히 고정할 수 있도록 스템 위로	
5mm	스페이서가	1개 필요합니다.	에올루스	RSL	
일체형 핸들바/스템은 바/스템 상부에	5mm	
스페이서가 탑재되어 있어 바/스템 위로 추가적인	
스페이서 없이도 깔끔하게 셋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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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브레이크 호스와 드레일러 하우징
(들)이 아래와 같이 탑 튜브에 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계식

3.

1.

2.

4.

1. 후방 브레이크 호스
2.  뒷 드레일러 하우징
3.  전방 브레이크 호스
4.  앞 드레일러 하우징

Di2

3.

1.

2.

1. 후방 브레이크 호스
2. Di2	와이어
3. 전방 브레이크 호스

e탭

2.

1.

1. 후방 브레이크 호스
2. 전방 브레이크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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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케이블과 하우징,	와이어,	정션 박스(Di2)가	
바텀 브래킷 구멍 안에 안전하게 배치되고 바텀	
브래킷의 통로를 막지 않게 하십시오.

 참고  모든 케이블과 하우징,	와이어,	
정션 박스가 바텀 브래킷의 컴포넌트	‘위’로	
라우팅되도록 하십시오.

2. 프레임 양쪽에 있는 나사산에 그리스를 뿌립니다.

 참고  좀 더깔끔하게 보이게 하려면	
그리스를 바텀 브래킷 컵에는 뿌리지 마십시오.

3. 드라이브사이드 바텀 브래킷을 손으로 돌려	
프레임에 끼웁니다(반 시계 방향으로 돌림).

4. 비-드라이브사이드 바텀 브래킷을 손으로 돌려	
프레임에 끼웁니다(시계 방향으로 돌림).

5. 바텀 브래킷 전용 설치 공구를 사용해 브래킷	
양쪽을	OEM	토크 사양에 맞춰 조여줍니다.

• 스램의 토크는	50Nm입니다.

• 시마노의 토크는	40Nm입니다.

7 T47 바텀 브래킷 설치하기 참고자료8

에몬다 전용 토크 사양
컴포넌트 토크값
뒷 드레일러 행어 나사 0.7Nm
체인 키퍼 나사 3Nm
앞 드레일러 마운팅 볼트 5.2Nm
스티어 스톱 볼트 0.7Nm
바텀 브래킷 - 시마노 40Nm 
바텀 브래킷 - 스램 50Nm

기계식 케이블 길이(mm)
에몬다 5

프레임 
사이즈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

전방 
브레이크

후방 
브레이크

47 1060 1530 750 1280
50 1080 1550 770 1300
52 1110 1590 780 1330
54 1130 1610 800 1350
56 1170 1650 840 1410
58 1210 1690 870 1450
60 1240 1730 900 1480
62 1270 1750 930 1500

에몬다 6과 7
프레임 
사이즈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

전방 
브레이크

후방 
브레이크

47 1060 1530 770 1280
50 1070 1550 790 1300
52 1110 1590 800 1330
54 1130 1610 800 1350
56 1170 1650 840 1410
58 1210 1690 870 1450
60 1240 1730 910 1470
62 1270 1750 950 1480

e탭 케이블 길이(mm)
에몬다 7

프레임 사이즈 전방 브레이크 후방 브레이크
47 770 1330
50 790 1350
52 810 1380
54 810 1410
56 850 1420
58 880 1460
60 930 1500
62 950 1510

Di2 케이블 길이(mm)
BB 정션 박스로부터의 에몬다 7

프레임 사이즈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 우측 변속기 바엔드 정션 박스 좌측 변속기 배터리
47 250 650 1200 300 1200  750
50 250 650 1200 300 1200  750
52 250 650 1200 300 1200  750
54 250 650 1200 300 1200  750
56 250 650 1200 300 1200 1000
58 250 650 1200 300 1200 1000
60 250 650 1400 300 1200 1000
62 250 650 1400 300 120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