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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에어로 경기용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다양한 변수에 대한 
세심한 균형을 요구한다. 한 개의 변수로 휩쓸리면, 다른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변수를 절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방면에 걸쳐 
초월적인 에어로 경기용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역학과 
무게를 포함한 가장 중요한 변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한다. 그러나 
편안함, 핏, 탑승 조향성, 프레임 강성, 미적 감각, 그리고 통합과 같은 
변수들도 있다. 신형 마돈은 전방면에서 최고의 경기용 자전거와 
기존 마돈의 개선을 목표로 잡았다.

기존 마돈 백서에서는 트렉의 전산유체역학 (CFD) 및 설계 반복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에 더하여, 자전거의 승차감 조정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마찬가지로, 트렉은 이런 방법론과 기술을 
신형 마돈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번 새로운 백서에서는 기존 
마돈에 비교한 공기역학적 성능과 다양한 자전거 완차 무게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편안함, 핏, 통합에서의 구체적인 혁신, 그리고 
기존 마돈을 넘어 탑승자의 경험을 놀라운 수준으로 향상하는 개선 
역시 논의할 것이다.

트렉은 완전히 새로운 마돈 전체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완전한 신형 마돈은 전방위 성능,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디자인 언어/미학, 그리고 탑승자의 질주 
본능을 이끌어내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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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은 공기역학적 성능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항력 감소의 
가능성을 규명하고자 CFD 분석에서 얻은 몇 가지 수치에 
집중했다. 가장 크게 주의를 기울여 집중했던 부분은 더욱 감소한 
항력값이었지만, 후속 작업은 설계 공학자들에게 개선 영역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표면 유동 박리 경향, 자전거 인접 표면 저에너지 
와류, 후방 난기류 수치, 휠, 포크, 그리고 컴포넌트에서의 국부 및 
누적힘이 그러한 영역이었다 (그림 1). 또한 트렉이 공기역학적인 
컴포넌트를 이해하고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인 CFD
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측정치를 고려하고 CFD 모형을 풍동 
결과값으로 엄격하게 교정하여 트렉의 CFD 정확도는 실험 결과의 
3% 이내에 도달했다.1

공기역학

그림 1. CFD 모의실험 (국부 및 누적힘 대 축방향 위치), 최초 교정부터 최종 
교정에 이르는 설계 반복 과정을 표시 (노란색 – 신형 마돈 최초 반복, 파란
색 – 기존 마돈, 빨간색 – 신형 마돈 최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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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마돈에 대한 트렉의 목표는 기존 마돈의 공기역학적 항력 
성능을 (30그램 이내) 평균 - 12.5도에서 12.5도 편향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었다. 트렉은 해당 범위가 현실 세계 데이터 수집 
연구을 기반으로 했을 때 탑승자가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편향인 
것으로 보았다.2 제품 종류에 디스크 브레이크 추가, 새로운 핏 
요구조건, 새로운 편안함 관련 기술, 최신 컴포넌트 미적 감각은 
물론 업계에서 가장 가벼운 에어로 자전거 중 하나를 만들어내는 
목표까지; 트렉은 공기역학 성능을 유지하는데 있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상태였다. 트렉의 반복 설계 개선은 그림 1에 요약되어 
있다. 최초의 설계는 기존 마돈보다 느렸지만 트렉이 제조 단계에 
다가감에 따라, 성능은 기존 마돈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샌디에고 저속 풍동에서 수집된 실험 결과는 그림 2에 표시되어 
있다. 최종 신형 마돈의 수치는  - 12.5도에서 12.5도 편향 범위에 
걸쳐 평균 3216 그램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마돈은 이에 비교해 
3202 그램으로 나타났다. 14그램 차이는 트렉의 기획안 목표와 
풍동의 실험 오차 대역 이내의 수치였다.

그림 2. 풍동 결과값 (샌1디에고 저속 풍동, 2018년 4월) 시행 101 신형 마돈 (파란색) 대 시행 107 기존 마돈 (녹색), 자전거에 페달링 
인체 모형 + 물통 2개 포함.

2 트렉 2014 스피드 컨셉 백서, 단락 3.2 “현실 세계에서의 공기역학성 측정”

베타값 [각도]

항
력

 [그
램

]

신형 마돈

-12.5도 ~ 12.5도 편향 평균
-신형 마돈 (3216g)
-기존 마돈 (3202g)

샌디에고 저속 풍동 실험 1809 - - 로드 자전거 프레임 데이터, 인체 
모형 탑승

(자전거 축으로 항력 변환, 지지대 중량 제거, 시속 30마일로 정규화)

기존 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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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자전거 무게는 선수들과 소비자들에게 있어 정말로 크게 다가오는 
유형적 특징이다. 전방면에서 최상의 에어로 경기용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공기역학, 프레임 강성,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 무게까지 고려한 세심한 균형을 요구한다.

공기역학적 익형은 일반적으로, 프레임 무게와 강성을 고려할 경우 
좋은 선택이 아니다. 공기역학적 이득을 얻고자 자전거 프레임을 
적절히 조절하면, 횡단면의 특성은 자전거 프레임 대부분에서 겪게 
되는 하중 요구로 인해 프레임 강성과 무게에 매우 부적합하다. 
에어로 자전거 프레임이 받는 사실상의 측면 요소인 페달링 
하중과 횡단면 굽힘 특성은 이러한 하중에 대치해 가장 취약하게 
작용하는 동향이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프레임은 높은 강성과 낮은 
무게에 넓은 비대칭 튜브 형상을 보여준다. 이와 정반대로, 뛰어난 
공기역학적 특성의 자전거 프레임은 좁은 폭의 튜브를 보여준다. 
전방면적인 에어로 경기용 자전거는 이렇게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특성에 대한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다. 공기역학과 빠른 자전거에 
치우치면, 일반적으로 뛰어난 탑승 감각의 자전거를 위한 적절한 
강성을 얻기 위해 무거운 프레임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벼운 
자전거로 치우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공기역학적 항력을 늘리고 
속도를 떨어뜨리는 넓은 튜브 형상으로 인해 느린 프레임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새로운 마돈을 위한 트렉의 목표는 기존 마돈의 공기역학적 
성능을 유지하고 림 브레이크 버전의 자전거 무게의 감량 또는 
유지였으며, 여기에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기술, 반동 댐퍼, 분리형 바와 스템, 그리고 
재설계된 미학적인 요소가 전방면에서 최상인 경기용 자전거를 
만들어낼 새로운 특징이 되어야했다.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동일한 특징에 더해 7.5킬로그램의 무게가 목표로 
할당되었다.

그림 3. 유한요소해석 (FEA) 모의실험 (변형 에너지 밀도), 설계 공학자들이 
구조적 효율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변형 영역을 보여주는 수많은 
반복 실험의 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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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트렉은 신형 마돈 프레임이 기존 
마돈의 무게를 감량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프레임의 다양한 영역을 정밀 조정하고 
가능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수많은 유한요소모형을 분석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기역학적 요구조건의 균형까지 맞춰야했다. 
트렉의 공학자들은 모의실험과 예측에 대한 확신을 세운 다음에야, 
비로소 자전거에 장착되는 모든 카본 컴포넌트의 제조 측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시점이 되었다.

트렉은 공급업체와의 긴밀한 협약으로, 자전거 목표 무게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형 마돈의 카본 컴포넌트 적층에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자전거는 
탑승자에게 강점을 주는 추가적인 특기능, 기존 마돈만큼 빠른 
속도와 가벼운 무게를 갖게 되었다. 림 브레이크 자전거는 기존 
마돈의 무게에 필적했으며 (7.1킬로그램), 완전히 새로운 디스크 
브레이크 자전거의 경우 도색 조합에 따라 7.5킬로그램 이내를 
달성했다. 이어지는 세 개의 표는 다양한 완차 조립 무게의 완전한 
분해도를 보여준다: 시마노 Di2 디스크, 스램 레드 eTap 유압식, 
그리고 시마노 Di2 림 버전이다.

그림 4. 유한요소해석 모의실험 (수직 컴플라이언스), 안장에 수직 하중이 주
어진 상황 하에서 싯마스트 요소의 거동을 보여주는 수많은 반복 실험의 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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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제원

전방 휠 휠에 림스트립 본트래거 에올루스 6 디스크 클린처 740.2

휠 QR DT RWS [12 x 124] 51.0

로터 + 락링 SM-RT900-S [160mm] 126.6

타이어 본트래거 R4 320 TPI 25C 230.0

튜브 본트래거 라이트웨이트 [80mm 밸브] 65.0

후방 휠 휠에 림스트립 본트래거 에올루스 6 디스크 클린처 858.6

휠 QR DT RWS [12 x 124] 59.6

로터 + 락링 SM-RT900-S [160mm] 126.6

타이어 본트래거 R4 320 TPI 25C 230.0

튜브 본트래거 라이트웨이트 [80mm 밸브] 65.0

카세트에 락링 CS-R9100 [11-28T] 193.0

BB 크랭크 FC-R9100 [170mm 53-39T] 621.0

바텀 브라켓 NSK에 실링 및 액슬 실드 52.7

콕핏 / 스티어링 상단 헤드셋 베어링 513538 [MR031S] 24.5

하단 헤드셋 베어링 540243 [MR006] 22.5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15mm [561913/4] 11.7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5mm [561911/2] 4.4

탑 캡/볼트 및 컴프레션 플러그 566031 39.8

컴프레션 링 563834 7.6

베어링 탑 캡 561910 [SRP] 23.8

스템 110mm x - 7도 - 하드웨어 전체 + 면판 207.0

핸들바 42cm VRCF 276.0

전기 테이프 3M 슈퍼 33+ [200mm] 1.3

바 테입 + 플러그 본트래거 젤 코르크 [534772 - 블랙] 62.0

스티어러 스탑 + 볼트 565905 / 318529 1.4

변속기 (왼쪽) ST-R9170 158.0

변속 레버 (오른쪽) ST-R9170 158.0

포크 (스티어러 절단 = 196mm) 421.0

안장/포스트 안장 본트래거 몬트로스 프로 [138mm] 169.0

싯포스트 + 웨지 하드웨어 짧은 길이 x 25 [하드웨어 전체] 234.8

싯 포스트 러버 테일 557630 8.0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 + 레진 패드 + 기본 호스 BR-9170-F 162.1

뒷 브레이크 + 레진 패드 + 기본 호스 BR-9170-R 165.5

뒷 브레이크 160mm 어댑터 11.8

뒷 브레이크 하우징 그로밋 330578 1.8

구동계 앞 디레일러 FD - R9150 104.0

앞 디레일러 볼트 + 카본 와셔 531901 + 543903 5.8

뒷 디레일러 RD - R9150 198.0

충전 포트 시마노 Di2 EW-RS910 10.4

내장식 배터리 시마노 Di2 50.0

와이어 킷 JC130-MM [550/50/550], 350, JC200, 700, 550, 650, 150 50.0

체인 CN-HG901-11 247.0

체인 키퍼에 와셔 및 볼트 566021 + 321693 및 521137 16.5

DT 정션 포트 561882 + 510973 및 케이블 타이 2개 44.1

앞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440697 0.5

뒷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317292 0.5

프레임 프레임 1478U0519 - SRP 870.0

싯마스트 564480 - SRP 151.0

뒷 디레일러 행어에 볼트 524884 + 524188 11.7

듀오트랩 커버 521455 3.0

댐퍼 564027 - 캐리지, 하우징, 범퍼, 마운트 볼트 2개, 프리-로드 볼트 17.4

핀치 볼트 + 범퍼 564444 + 568099 4.7

조절 슬라이더 564294 3.9

아이소스피드 하드웨어 569265 - 볼트, 너트, 와셔, 파형 와셔, 부싱 2개, 내부 부싱 26.0

아이소스피드 커버 [외장] 565903 - SRP 7.6

아이소스피드 커버 [내장] 565904 8.0

합계 합산 7.405kg

표 1. 신형 마돈 자전거 무게, 시마노 디스크 브레이크 듀라-에이스 Di2 제원.
(면책조항: 미도색 자전거, 스티어러 절단, 헤드셋 스페이서는 총 무게에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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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형 마돈 자전거 무게, 스램 레드 eTap 유압식 제원.
(면책조항: 미도색 자전거, 스티어러 절단, 헤드셋 스페이서는 총 무게에 합산되지 않음)

컴포넌트 제원

전방 휠 휠에 림스트립 본트래거 에올루스 6 디스크 클린처 740.2

휠 QR DT RWS [12 x 124] 51.0

로터 + 락링 센터라인 센터락 [160mm] 124.6

타이어 본트래거 R4 320 TPI 25C 230.0

튜브 본트래거 라이트웨이트 [80mm 밸브] 65.0

후방 휠 휠에 림스트립 본트래거 에올루스 6 디스크 클린처 858.6

휠 QR DT RWS [12 x 124] 59.6

로터 + 락링 센터라인 센터락 [160mm] 124.6

타이어 본트래거 R4 320 TPI 25C 230.0

튜브 본트래거 라이트웨이트 [80mm 밸브] 65.0

카세트에 락링 XG-1190 [11-28T] 169.0

BB 크랭크 레드 [GXP 170mm 53-39T] 609.0

바텀 브라켓 NSK에 실링 및 액슬 실드 52.7

콕핏 / 스티어링 상단 헤드셋 베어링 513538 [MR031S] 24.5

하단 헤드셋 베어링 540243 [MR006] 22.5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15mm [561913/4] 11.7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5mm [561911/2] 4.4

탑 캡/볼트 및 컴프레션 플러그 566031 39.8

컴프레션 링 563834 7.6

베어링 탑 캡 561910 [SRP] 23.8

스템 110mm x - 7도 - 하드웨어 전체 + 면판 207.0

핸들바 42cm VRCF 276.0

절연 테이프 3M 슈퍼 33+ [200mm] 1.3

바 테입 + 플러그 본트래거 젤 코르크 [534772 - 블랙] 62.0

스티어러 스탑 + 볼트 565905 / 318529 1.4

변속 레버 (왼쪽) 브레이크 항목 참조 0.0

변속 레버 (오른쪽) 브레이크 항목 참조 0.0

포크 스티어러 튜브 길이에 유의 (스티어러 절단 = 196mm) 421.0

안장/포스트 안장 본트래거 몬트로스 프로 [138mm] 169.0

싯포스트 + 웨지 하드웨어 짧은 길이 x 25 [하드웨어 전체] 234.8

싯 포스트 러버 테일 557630 8.0

브레이크 앞 변속 레버 + 앞 브레이크 + 레진 패드 + 기본 호스 스램 레드 eTap 유압식 390.2

뒷 변속 레버 + 뒷 브레이크 + 레진 패드 + 기본 호스 스램 레드 eTap 유압식 380.1

뒷 브레이크 하우징 그로밋 330578 1.8

구동계 앞 디레일러  앞 디레일러 + 배터리 164.0

앞 디레일러 볼트 + 카본 와셔 531901 + 543903 5.8

뒷 디레일러 뒷 디레일러 + 배터리 236.0

체인 레드 22 [링크 114개] 246.0

체인 키퍼에 와셔 및 볼트 566021 + 321693 및 521137 16.5

앞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440697 0.5

뒷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317292 0.5

체인 키퍼에 와셔 및 볼트 566021 + 321693 및 521137 16.5

DT 정션 포트 561882 + 510973 및 케이블 타이 2개 44.1

앞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440697 0.5

뒷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317292 0.5

프레임 프레임 1478U0519 - SRP 870.0

싯마스트 564480 - SRP 151.0

뒷 디레일러 행어에 볼트 524884 + 524188 11.7

듀오트랩 커버 521455 3.0

댐퍼 564027 - 캐리지, 하우징, 범퍼, 마운트 볼트 2개, 프리-로드 볼트 17.4

핀치 볼트 + 범퍼 564444 + 568099 4.7

조절 슬라이더 564294 3.9

아이소스피드 하드웨어 569265 - 볼트, 너트, 와셔, 파형 와셔, 부싱 2개, 내부 부싱 26.0

아이소스피드 커버 [외장] 565903 - SRP 7.6

아이소스피드 커버 [내장] 565904 8.0

합계 7.42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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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에 림스트립 본트래거 에올루스 6 클린처 712.1

휠 QR 레이스 라이트 (내부 캠 100mm) 55.0

타이어 본트래거 R4 320 TPI 25C 230.0

튜브 본트래거 라이트웨이트 [80mm 밸브] 65.0

휠에 림스트립 본트래거 에올루스 6 클린처 861.7

휠 QR 레이스 라이트 로드 (내부 캠 130mm) 60.0

타이어 본트래거 R4 320 TPI 25C 230.0

튜브 본트래거 라이트웨이트 [80mm 밸브] 65.0

카세트에 락링 CS-R9100 [11-28T] 193.0

크랭크 FC-R9100 [170mm 53-39T] 621.0

바텀 브라켓 NSK에 실링 및 액슬 실드 52.7

상단 헤드셋 베어링 513538 [MR031S] 24.5

하단 헤드셋 베어링 540243 [MR006] 22.5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15mm [561913/4] 11.7

헤드셋 스페이서 [DS/NDS] 5mm [561911/2] 4.4

탑 캡/볼트 및 컴프레션 플러그 566031 39.8

컴프레션 링 563834 7.6

베어링 탑 캡 561910 [SRP] 23.8

스템 110mm x - 7도 - 하드웨어 전체 + 면판 207.0

핸들바 42cm VRCF 276.0

절연 테이프 3M 슈퍼 33+ [200mm] 1.3

바 테입 + 플러그 본트래거 젤 코르크 [534772 - 블랙] 62.0

스티어러 스탑 + 볼트 565905 / 318529 1.4

변속 레버 (왼쪽) ST-R9150 113.0

변속 레버 (오른쪽) ST-R9150 113.0

포크 스티어러 튜브 길이에 유의 (스티어러 절단 = 196mm) 378.0

안장 본트래거 몬트로스 프로 [138mm] 169.0

싯포스트 + 웨지 하드웨어 짧은 길이 x 25 [하드웨어 전체] 234.8

싯 포스트 러버 테일 557630 8.0

앞 브레이크에 웨지 559499 119.8

앞 브레이크 커버 562717 - SRP 27.6

앞 브레이크 스탑 562098 4.6

하우징 + 케이블 시마노 BC-9000 32.0

뒷 브레이크에 웨지 및 커버 559758 154.3

뒷 브레이크 스탑에 마감재 516820 4.5

하우징 + 케이블 + 폼 튜브 [5.7] 시마노 BC-9000 72.0

앞 디레일러 FD - R9150 104.0

앞 디레일러 볼트 + 카본 와셔 531901 + 543903 5.8

뒷 디레일러 RD - R9150 198.0

충전 포트 시마노 Di2 EW-RS910 10.4

내장식 배터리 시마노 Di2 50.0

와이어 킷 JC130-MM [550/50/550], 350, JC200, 700, 550, 650, 150 50.0

체인 CN-HG901-11 247.0

체인 키퍼에 와셔 및 볼트 566021 + 321693 및 521137 16.5

DT 정션 포트 561882 + 510973 및 케이블 타이 2개 44.1

앞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440697 0.5

뒷 디레일러 와이어 엑시트 그로밋 317292 0.5

프레임 1477U0519 - SRP 885.0

싯마스트 564480 - SRP 151.0

뒷 디레일러 행어에 볼트 315464 + 318604 12.4

듀오트랩 커버 521455 3.0

댐퍼 564020 - 캐리지, 하우징, 범퍼, 마운트 볼트 2개, 프리-로드 볼트 17.1

핀치 볼트 + 범퍼 564444 + 568099 4.7

조절 슬라이더 564294 3.9

아이소스피드 하드웨어 569265 - 볼트, 너트, 와셔, 파형 와셔, 부싱 2개, 내부 부싱 26.0

아이소스피드 커버 [외장] 565903 - SRP 7.6

아이소스피드 커버 [내장] 565904 8.0

 

표 3. 신형 마돈 자전거 무게, 시마노 림 브레이크 듀라-에이스 Di2 제원.
(면책조항: 미도색 자전거, 스티어러 절단, 헤드셋 스페이서는 총 무게에 합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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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돈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기술

신형 마돈 제작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트렉 도마니 SLR의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기술을 기반으로 했다. 마돈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기술은 도마니 SLR과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통합된 두 개의 프레임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기역학적 이득을 고려해 수직으로 탑 
튜브 속에 내장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또한 모든 프레임 사이즈에서 
일률적인 컴플라이언스 수치를 목표로 했다. 최종적으로, 트렉은 
자전거에 반동 감쇠 특성을 제공하도록 싯 튜브 뒤쪽에 별도의 
하드웨어를 적용했다.

두 개의 프레임 요소는 아이소스피드 디커플러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림 5 참조) 앞쪽의 연결부는 볼트로 고정되었다. 두 개의 프레임 
요소 사이에는 빈 공간과 전체 경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조절 
슬라이더가 있다. 싯마스트 요소는 아이소스피드 디커플러를 
사용해 싯마스트의 상단 에어로 구간의 굴절부 후미가 하단 
싯마스트 요소에서 위쪽을 향하는 굴절부에 전달되도록 한다. 빈 
공간은 메인 프레임 탑 튜브 요소가 하단 싯마스트와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단 싯마스트가 위쪽으로 굴절되도록 
만들어준다. 슬라이더는 하단 싯마스트 요소와 메인 프레임 탑 튜브 
요소 사이에 접촉해 탑승자의 설정에 따라 위쪽을 향하는 하단 
싯마스트의 굴절에 제한을 가한다. 슬라이더가 프레임의 앞쪽으로 
향하면, 탑승자는 빈 공간이 커짐에 따라 하단 싯마스트가 더 많이 
굴절되어 더욱 유연한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슬라이더가 
프레임의 뒤쪽, 즉 아이소스피드 방향으로 향하면, 슬라이더가 
앞쪽에 놓인 빈 공간의 굴절을 억제함에 따라 탑승자는 유연한 
감각이 줄어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주관적 탑승 시험, 계측 탑승 시험, 그리고 실험실 시험은 트렉이 
이러한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방법론이 
탑승자가 안장에서의 수직 컴플라이언스를 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측한 성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는 검증 절차였다.

조절식 탑 튜브 아이소스피드

그림 5. 신형 마돈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기술 전산이용설계 (CAD) 모형 (상
단 – 중심 평면 횡단면도,

하단 – 탑 튜브 하단 및 아이소스피드 영역의 등축 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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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프레임 후방 수직 강성.

실험실에서, 안장에 대한 수직 강성 시험은 56 사이즈 프레임을 
대상으로 했으며 컴플라이언스 범위는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슬라이더의 전체 조절 범위에 걸쳐 약 119뉴턴/밀리미터에서 
175뉴턴/밀리미터 정도였다. 기존 마돈은 약 144뉴턴/
밀리미터의 강성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신형 마돈이 이전 세대에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와 (+17%) 더 낮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를 (-22%)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선두에서 중간으로 슬라이더 위치가 이동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의 변화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중간에 
최후미로 슬라이더 위치가 이동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 변화에 
다소 적은 영향을 주었다.

슬라이더 위치 (적용시)
1=최선두, 3=중간, 5=최후미

프레임 후방 수직 강성

수
직

 강
성

  [뉴
턴

/밀
리

미
터

]

신형 마돈

기존 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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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의 또다른 이점은 프레임 사이즈 전체에 걸쳐 수직 
컴플라이언스 값을 근접하게 맞추는 역량에 있었다. 프레임 사이즈 
전체에 걸쳐 탈착식 싯-마스트 요소의 크기가 거의 동일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전형적인 로드 자전거에 있어, 수직 컴플라이언스 
수치는 보다 작은 자전거 프레임에서 높은 강성을 보여주며 프레임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낮은 강성을 낸다. 이러한 현상은 기초 휨 
이론에 의한 것으로, 보다 긴 길이의 자전거 튜브 요소가 더 큰 
수준의 굴절에 민감성을 크게 나타내며 짧은 튜브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손에 들어오는 얇고, 긴 금속 튜브를 상상해보자. 
보다 짧은 튜브에 비해 훨씬 굽히기 쉬운데, 짧을수록 굴절을 
일으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싯마스트 요소가 각 사이즈의 프레임에 
걸쳐 동일한 길이였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모든 
사이즈에서 수직 컴플라이언스 수치는 훨씬 더 일관적이었다.

그림 7은 모든 프레임 사이즈의 최소/최대 수직 컴플라이언스 
수치를 보여준다. 프레임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수직 강성이 
하강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사이즈 증가에 따라 프레임 
탑 튜브가 길어지는 것에 기인한다. 전형적인 자전거에서는 북 엔드 
사이즈 정도만으로 상승값이 30-40% 차이가 실제로 나타났다. 
신형 마돈에서는, 북 엔드 사이즈에서 3-6% 차이만을 보였다. 50
센티미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기존 대 신형) 비교한다면, 신형 
마돈은 최대 27%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상승 역량을 보여줬다.

그림 7. 프레임 후방 수직 강성 (최대치 및 최소치), 전체 프레임 사이즈.

프레임 사이즈 [센티미터]

전체 사이즈에 걸친 최소/최대 프레임 후방 수직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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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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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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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

최소 수직 강성

최대 수직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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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의 아이소스피드 사상 처음에는, 트렉은 싯마스트의 반동을 
제어하는 체계로서의 댐퍼를 선보였다. 큰 작용이 (충격 사건) 
주어질 경우 이전의 아이소스피드 프레임 설계에서는, 탑승자가 
편안함의 이득을 촉진하는 싯마스트의 큰 굴절로부터 나타나는 
기술의 주요 이점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메인 프레임에서 
대체적으로 분리되는 움직임은 동일한 작용 하에서 보다 전형적인 
프레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한되거나 제약이 걸리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반동 단계에서 (싯마스트가 다시 본래 
명목상의 위치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편승 속도가 안장에서 
분리되는 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에서 탑승자의 제어를 
제한했다.

이러한 감각은 안장 위에서의 자세를 재조정해야하는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라이더에게 
장기간의 피로감을 들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반동의 심각성은 
작용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소스피드 체계에 댐퍼를 
도입함으로써, 트렉은 탑승자가 겪을 수 있는 해당 반동을 제어하고 
경감할 수 있었다.

댐퍼는 세 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된다; 탄성체 댐퍼 (빨간색), 댐퍼 
하우징 (녹색) 그리고 프레임 캐리지이다 (주황색). 이러한 부품들은 
카본 메인 프레임의 싯 튜브 뒤쪽에 장착되며 상단의 그림 8에 
묘사된 바와 같이 싯마스트 요소에 두드러진 특성에 직접 연결된다. 
여기서 메인 프레임은 시각화를 위해 투명하게 처리되었다. 참조된 
그림과 프레임의 명목상 위치에서, 댐퍼는 싯마스트에 대치하는 
고정 나사에 의해 예압된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고정 나사는 
탑승자가 댐퍼를 압력을 풀어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절 
슬라이더의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위치가 결정되면, 
마지막 단계는 고정 나사가 댐퍼 캐리지의 끝까지 닿도록 조정해 
다시 댐퍼에 예압을 가하는 것이다. 켜고 끄는 개념의 (on/off) 
설정으로서 의도적인 미세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싯마스트 요소는 안장에서의 충격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압력을 
받으면, 그림 8 또는 자전거의 드라이브 사이드 시점에서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킨다. 이러한 움직임은 댐퍼의 압력을 
약간 줄이면서 반동 사건을 준비한다. 싯마스트가 명목상의 위치로 
다시 회전함에 따라, 댐퍼는 다시 예압 상태로 돌아가며, 이런 
과정으로 움직임을 늦추고 반동 에너지를 흡수한다.

댐퍼

그림 8. 마돈 댐퍼 전산이용설계 (CAD) 모형 (촤즉 – 드라이브 사이드 메인 프레임 투영도, 우측 – 프레임 중심 평면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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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은 동적 설정 하에서 자전거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한 정적 
실험실 시험을 넘어서기로 결정했다. 정적 실험실 시험에서 일어난 
현상이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의 탑승자 경험을 반드시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가능한 환경적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트렉은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및 댐퍼 
기술을 확장 검증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한 트레드밀에서 계측 
시험을 시행했다. 해당 트레드밀은 트렉이 다양한 도로 조건을 
모사해 노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커다란 포트홀 또는 
돌출부, 도로 골재, 자갈과 조약돌에 충돌하는 것은 트렉이 제어된 
환경으로서 재현이 가능한 다양한 조건이었다. 시험 구성은 부록의 
그림 A1 – A4를 확인하라. 기존 마돈과 신형 마돈 간의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삼축 가속도계와 선형 변위 센서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은 후방 액슬과 안장 사이의 굴절을 
측정하는데, 자전거의 후방 서스펜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데 특히 
효율적이다.

트렉은 탑승자가 올라탄 상태에서의 새로운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감쇠 기술의 효과와 편안함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요소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실험 계획은 세 
명의 내부 시험 탑승자와 트레드밀에 설정한 다섯 종류의 도로 
노면에서 시행 의도에 따라 총 37개의 개별 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상정되었다. 

트레드밀 속도와 아이소스피드 조절 슬라이더 위치와 같은 변수는 
실험 계획에 들어가는 몇 가지 기타 변수들이다.

하단의 그림 9는 후방 액슬과 안장 사이의 굴절값의 평균 최대치 
대 최대치를 상세하게 드러낸다. 안장이 후방 액슬을 향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전에 그림 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일 돌출부와 인도석 낙차 실험 시행이 정적 실험실 시험 
결과에 매우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기존 마돈의 
동적 컴플라이언스가 신형 마돈의 동적 컴플라이언스 조절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다 심도있는 관찰은 조절 슬라이더가 
이동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관적인 압축의 변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며, 슬라이더 위치 1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크며 슬라이더 
위치 3에서는 유연성이 가장 낮다. 최종적으로 슬라이더의 유효성은 
돌출부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로부터 
탑승자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 동적 컴플라이언스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트레드밀 시험

그림 9. 굴절값 최대치 대 최대치, 신형 마돈 대 기존 마돈 (슬라이더 1 = 최대 유연도 세팅, 슬라이더 2 = 중간 수준, 슬라이더 3 = 최저 유연도 세팅).

자갈 큰 자갈 빨래판 단일 돌출부 인도석 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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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그림 10은 단일 돌출부 시행에서 신형 마돈의 조절 
슬라이더의 다양한 세팅에 대한 진동 곡선이다. 곡선은 실험 
시행 도중 가해진 다수의 단일 돌출부 충격의 평균치 산출과 
충격이 가해지기 직전의 침하를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산출값을 
오버레이하는 방식으로 생성되었다.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는 신형 
마돈에 대한 슬라이더 위치에 대한 개선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그림 9에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림 10의 주 관심사는 댐퍼 컴포넌트가 탑승자에게 제공하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다. 해당 컴포넌트의 의도는 탑승자가 충격 
사건 이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감하고 체계에 대한 통합된 제어 

컴플라이언스였다는 점을 상기하라. 우리가 충격 직후 즉각적으로 
해당 영역을 확대해서 본다면 (그림 11), 슬라이더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리와 댐퍼 작동 유무의 비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댐퍼가 충격 직후 반동 규모 총량을 13% 가량 경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0. 단일 25밀리미터 돌출부 진동 곡선, 신형 마돈 (슬라이더 위치 1 – 3, 댐퍼 유/무) (슬라이더 1 = 최대 유연도 세팅, 슬라이더 2 
= 중간 수준, 슬라이더 3 = 최저 유연도 세팅).

그림 11. 그림 10의 충격 직후 반동 지점의 확대 (슬라이더 1 = 
최대 유연도 세팅, 슬라이더 2 = 중간 수준, 슬라이더 3 = 최저 
유연도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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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마돈, 슬라이더 3, 댐퍼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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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감은 또한 트렉의 실험실에서 고속 카메라를 이용해 진행된 탑승자의 둔부 움직임 추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그림 12). 신형 
마돈과 (슬라이더 세팅 1, 댐퍼 사용) 기존 마돈 간의 수직 움직임을 분석은 (그림 13) 이러한 효과가 결국 사이클리스트 신체의 진동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모든 서스펜션 기술의 최종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그림 12.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둔부 움직임 추적.

그림 13. 단일 25밀리미터 돌출부에서의 신형 마돈 대 기존 마돈의 둔부 움직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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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트렉은 신형 마돈을 기존 마돈에 비교했을 때 
감쇠 비율의 정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감쇠 비율은 
일반적으로 진동 체계가 작용 이후 소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묘사하기 위한 무차원적 측정치다. 달리 말하자면, 한 개의 
최대치에서 다음 최대치로의 진동 소멸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측정치다. 농구공을 들었다가 주어진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더 이상 튀어오르지 않을 때까지 튕기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각각의 연속적인 튀어오름은 이전보다 작을 것이다. 이러한 진동의 
예시는 그림 13과 같이 각각의 연속적인 최대치가 이전보다 작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의 맥락에서 보자면 큰 장애물을 
넘어갈 경우, 우리는 안장과 탑승자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장애물을 
넘은 직후 가능한 빠르게 평형 상태로 소멸되길 원한다. 이러한 
효과는 더욱 제어된 편안함을 제공하며 장기간의 탑승 피로감을 
제한하게 된다. 보다 작은 감쇠 비율은 더 긴 소멸 비율을 암시하며 
반대로 말하자면, 보다 큰 비율은 더욱 빠른 소멸 비율을 의미한다.

하단의 그림 14는 신형 마돈의 다양한 슬라이더 위치 대 기존 
마돈의 감쇠 비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율은 로그 감쇠율법을 
활용하여 계산되었으며 부록에 간략하게 설명되어있다. 그림 14는 
신형 마돈이 어떤 지점에서도 44 – 61% 가량의 감쇠 비율 향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4. 다양한 슬라이더 위치에서의 신형 마돈 대 기존 마돈의 감쇠 비율 (슬라이더 1 = 최대 유연도 세팅, 슬라이더 2 
= 중간 수준, 슬라이더 3 = 최저 유연도 세팅).

--- 부록에서는 빨래판 형태의 표면에서 신형 마돈 대 기존 마돈의 긍정적 효과 또한 기술하고 있다. ---

감쇠 비율

기존 마돈

신형 마돈 슬라이더 1

신형 마돈 슬라이더 2

신형 마돈 슬라이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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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
트렉은 이전에 마돈 자전거에 H1 및 H2 핏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통합형 바/스템 콤보 옵션을 선택한 다음, 
탑승자의 자전거 콕핏을 완성하기 위해 헤드셋 스페이서를 적당히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전 세대의 마돈 바/스템 콤보의 통합형 
특성상, 사이징 옵션은 일부 제한이 있었으며 에몬다와 도마니 같은 
트렉의 여타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비교해 
새로운 바/스템 콤보를 변경하려면 다소 높은 투자비용이 들어갔다. 
트렉은 이러한 문제점을 마돈의 핏 범위를 확장하고 향상하고 마돈 
콕핏의 통합형 특성을 - 현재 예상으로는 -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회로 삼았다.
`
트렉은 프레임에 H1.5 핏, 더 많은 스템 옵션, 추가적인 핸들바 
사이즈 및 +/-5도의 추가 바 각도를 신형 마돈에 도입했다. 이러한 
새로운 핏 개선으로, 트렉은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통합형 
콕핏으로서 가능한 가장 넓은 스펙트럼의 핏을 제공하게 되었다.

마돈을 디스크와 림 형태의 브레이크마다 H1과 H2 핏으로 마돈을 
생산하는 대신 (총 28개의 독자적인 프레임), 트렉은 소비자에게 
적절한 것은 물론 각각의 브레이크 형태마다 단일 핏을 (H1.5) 
적용해 제품 수를 반으로 줄이는 작업에 집중했다. 프레임 스택, 
리치 및 헤드 튜브 길이는 이러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다. 새로운 핏은 마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뛰어난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이전 세대의 마돈으로부터 나오는 여타 
프레임 지오메트리 속성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다. 디스크 
브레이크를 목록에 추가면서 동시에 림 브레이크 자전거를 

생산함으로써, 트렉의 공학자들은 더 적은 숫자의 프레임에 대한 
공기역학적 항력과 무게에 대한 더욱 큰 분석적 성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프레임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브레이크 형태마다 50
센티미터에서 62센티미터 범위를 갖게 되었다. 신형 마돈의 중심선 
도표는 하단의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핏 속성의 최대 
강점은 핏 변경에 있어 새로운 스템, 핸들바, 바 각도 옵션에 보다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림 15. 신형 마돈 H1.5 프레임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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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마돈을 위한 트렉의 핸들바와 스템은 보다 전형적인 형태로 
분리되었지만, 트렉 독점 체계이다. 그림 16은 부품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분해도다. H1/H2 프레임을 감안했을 때 26
개였던 반면 이러한 새로운 세팅은 36개의 설정 가능성을 제공한다. 
탑승자는 또한 추가적인 +/-5도의 핸들바 회전의 이점으로부터 
더욱 깊은 핏으로의 개선이 가능하다.

표 4는 기존 마돈이 제공했던 핸들바와 스템 옵션과 신형 마돈이 
제공하는 옵션을 보여준다. -7도 스템이 업계 표준 세팅으로 
제공되며 -15도 스템은 기존 마돈 H1 탑승자를 위한 동일한 핏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신규 소비자에게도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스템은 90밀리미터에서 130밀리미터까지 -7도와 -15도 각도로 
제공된다. 핸들바는 폭 사이즈 하나가 추가되었으며 가변 반경 
컴팩트 플레어 (VRCF) 핏으로 38센티미터에서 44센티미터로 
제공된다. 이러한 확장 옵션으로, 핏 변경이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가격 측면에서의 접근성도 개선되었다.

그림 16. 신형 마돈 바 및 스템 전산이용설계 (CAD) 
모형.

표 4. 신형 마돈 바 및 스템 옵션 대 기존 마돈 바/스템 콤보.

New Madone
Stem Length (mm) [-7 deg] Stem Length (mm) [-15 deg] Bar Width (cm) [VRCF] Bar Roll (deg)

90

38

+/- 5

40

42

44

100 100

38

40

42

44

110 110

38

40

42

44

120 120

38

40

42

44

130 130

38

40

42

44

Current Madone
Stem Length (mm) [-7 deg] Bar Width (cm) [VRCF]

90

40

42

44

100

40

42

44

110

40

42

44

120

40

42

44

130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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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통합

완전히 새로운 림 브레이크는 재설계를 거쳤으며 기능성 향상과 손쉬운 세팅을 염두에 두었다. 브레이크 암은 브레이크 패드 정렬을 위해 
독립적인 스프링 장력 조정 나사를 사용하여,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따른 정밀한 패드 조절, 그리고 원하는 감도에 맞춰 레버 장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간격 나사는 23 – 28.5밀리미터 범위의 림 폭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며 별도의 정렬 웨지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기존 마돈에 대비해 림 브레이크 자전거에서 가장 큰 변경점은 전방 브레이크의 위치다. 트렉은 전방 브레이크를 포크의 뒤쪽에 배치해 
포크와 다운 튜브 형태에 매끄럽게 통합되도록 만들어 마돈의 공기역학적 이득을 향상하는 기회로 삼았다. 전방 브레이크 커버는 프레임과 
포크의 색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기존 마돈의 센터 풀 방식과 유사한 설계를 사용해, 전방 브레이크 하우징이 스티어러 튜브 
바로 앞의 아래쪽으로 지나가 스티어러 튜브의 베이스와 하단 헤드 튜브 베어링을 통과해 포크 뒤쪽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동일한 센터 
풀 설계와 형태 디자인을 이용해, 후방 브레이크 하우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탑 튜브브를 지나 싯 튜브 뒤쪽의 댐퍼 캐리지에서 케이블 
스탑과 만나게 되어있으며, 아주 짧은 길이의 브레이크 케이블만이 외부로 노출된다.

림 브레이크

그림 17. 신형 마돈 전방 림 브레이크 전산이용설계 (CAD) 모형.

그림 18. 신형 마돈 전방 림 브레이크 및 후방 림 브레이크 전산이용설계 (CAD) 모형, 형태 인자를 드러내도록 프레임에 조립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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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브레이크 도입은 신형 마돈의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공기역학과 브레이크 케이블 라우팅은 
두 개의 영역으로 고려해야 했으며 조심스럽게 고찰해야 했다.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디스크 브레이크는 자전거의 논-드라이브 
사이드의 편향에서의 풍향을 고려해야하는 사안이었다. 트렉은 
디스크 브레이크 캘리퍼와 로터의 정밀한 전산이용설계 (CFD) 
모형을 내부 3D 스캐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제작했다. 완전한 
내장식 케이블 라우팅을 유지하기 위해 트렉은 림과 디스크 
브레이크 모두에서 하단 헤드 튜브 베어링을 통과하는 독자적인 
방식의 라우팅을 찾아내야만 했다. 트렉이 찾아낸 해결책은 두 가지 
브레이크 종류 모두에 하단 헤드 튜브 베어링 위쪽의 포크 스티어러 
튜브로 라우팅을 내서 해당 지점에서 분리된 경로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디스크 브레이크 측면의 경우, 스티어러 튜브에서 
논-드라이브 사이드 포크 레그로 브레이크 케이블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고자, 트렉은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포크 레그에서 스티어러 튜브 위쪽으로 브레이크 
케이블을 간단하게 밀 수 있는 라우팅 튜브를 부착했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또한 더욱 넓은 타이어 제원을 제공한다. 신형 
디스크 브레이크 마돈 프레임임과 포크는 ISO 규격 클리어런스 
규제를 준수하는 판매 형태인 28C 규격 타이어에 맞춰 설계되었다.

디스크 브레이크

전방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미도색 커버 및 스탑) 152그램의 무게로, 기존 마돈 대비 5그램이 줄어들었다. 후방 브레이크의 (브레이크 및 
스탑) 무게는 기존 마돈과 마찬가지로 152그램이다. 타이어어 클리어런스는 ISO 규격 클리어런스 규제를 준수하는 판매 형태인 25C 규격 
타이어에 맞춰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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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마돈과 신형 마돈에서와 마찬가지로 더욱 강력한 에어로 
개선, 검증된 KVF 기술을 사용해 싯 포스트에 구애받지 않는 
아이소스피드, 바람을 속여 넘기는 싯 튜브 형상과 비교할 수 없는 
수직 컴플라이언스를 구현했다. 싯 포스트는 독립적인 핀치 볼트와 
레일 클램프 체계를 계속해서 사용해 무한대에 가까운 각도 조절과 
셋백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싯 포스트에 있어 새로운 점은 바로 통합형 내장식 웨지 
디자인으로 (그림 20) 싯마스트에 더욱 깔끔한 외관을 부여한다. 
더 이상 외장식 웨지 클램프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으며 싯마스트 
후방은 완전히 도색 처리된다. 포스트는 이제 총 네 개의 기본 
색상으로 출고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트렉의 P1 (프로젝트 원) 
프로그램으로 완전한 커스텀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디자인에 안전한 통합을 고려해, 플레어 
R 라이트 마운트는 싯 포스트 헤드에 클립식으로 결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깔끔하고 통합된 외관을 제공한다 (그림 19). 반사판 
브라켓 마운트 역시 마찬가지로 깔끔하고 통합된 외관을 고려해 싯 
포스트 후방에 매끄럽게 결합된다.

싯 포스트 / 라이트 마운트

그림 19. 신형 마돈 싯 포스트 및 통합형 라이트 마운트. 그림 20. 내장식 웨지를 보여주는 신형 마돈 싯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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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논의되었던 바, 마돈의 핏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트렉 공학자들의 최우선 과제였다. 핸들바와 스템을 두 개의 부품으로 분리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최선의 해결책이었지만 트렉은 동시에 공기역학적 요구조건도 그대로 유지해야만 했다. 그 결과, 공기역학적이면서도, 
깔끔하며, 통합된 외관을 제공하는 면판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핸들바는 이제 상단이 후퇴익의 특성을 보여 해당 위치 내에서 탑승할 
경우 더욱 인체공학적인 손의 위치를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 마돈과 신형 마돈 간의 비교는 하단의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헤드셋 스페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패각형 디자인을 
사용해 자전거 조립 이후 하우징이나 케이블의 재설치 없이 
간편하게 추가, 제거가 가능하다. 스페이서에서 개선된 사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품 사출선의 감소, 자전거 조립을 간편하게 
만드는 완전히 새로워진 상호결합 디자인, 그리고 5밀리미터 및 15
밀리미터 총 두 개의 스택 사이즈가 있다. 최종적으로, 베어링 탑 
캡은 단일 디자인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며 또다른 개선 사항은 
기존 마돈의 후방 림 브레이크 라우팅을 위한 논-드라이브 사이드 
절단면이 제거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22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바/스템

그림 21. 인체공학을 고려한 후퇴익 디자인의 신형 마돈 핸들바 (좌측) 대 기존 마돈의 핸들바 (우측).

그림 22. 신형 마돈 헤드셋 스페이서 (좌측) 대 기존 마돈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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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센터 역시 모든 조립 제원을 단일 부품으로 (그림 23)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공기역학적 최적화를 고려해 다운 튜브 
물통 케이지 위치로 이동했다. 물통 케이지 역시 컨트롤 센터에 
장착된다. 기계식 세팅의 경우, 컨트롤 센터가 앞 디레일러와 뒷 
디레일러 선을 모두 수용한다. 앞 디레일러 조절용 다이얼은 OEM 
업체의 제품 개선으로 사라졌다. 전자식 세팅의 경우, 컨트롤 센터에 
Di2 배터리와 정션 B 박스가 단일 위치에 모두 수용되며, 충전 
포트는 핸들바 끝단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후방 디스크 브레이크 케이블은 다운 튜브 안에서 
소음을 내지 않도록 컨트롤 센터에 수납된다.

컨트롤 센터 

그림 23. 신형 마돈 컨트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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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 세가프레도 팀은 신형 마돈의 전체 개발 과정에 다수 참가하여 
자전거가 선수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경쟁자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물론, 기존 마돈에 대한 우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2017년 12월, 팀은 시실리에서 최초의 신형 마돈 프로토 
타입을 시험 주행했다. 이러한 첫 중요 시험에서 팀에 각각 두 
개의 독자적인 적층이 적용된 신형 마돈이 지급되었으며 기존 
마돈에 비교한 클라이밍, 코너링, 스프린팅은 물론 편안함에서의 
자전거 성능에 대한 모든 측면을 시험했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나온 피드백은 이전에 시험했던 두 개의 자전거 적층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정밀 적층, 조절식 컴플라이언스 기술에 대한 확장 
정밀조사, 그리고 바/스템 인터페이스의 개선으로 이어졌다.

두 번째 중요 탑승 시험은 2018년 1월 마요르카에서 이루어졌다. 
마돈 프로토타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동급 최상의 승차 조향감을 
제공하는 적층 공법 확정과 새로운 H1.5 지오메트리 핏 최적화가 팀 
피드백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트렉의 기술력과 특성 개선으로부터 만들어진 자전거가 
상기의 내역으로부터 기존의 마돈을 넘어선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동급 최고이자 자체 프로 사이클링 팀에게 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는 가치를 전달하는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트렉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여주는 진정한 증거 그 
자체임에 틀림없다.

트렉 세가프레도 유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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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트레드밀 시험 수치 및 부가 정보

그림 A1. 트레드밀 실험실 시험

그림 A2. 다운 튜브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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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트레드밀 시험 수치 및 부가 정보

그림 A3. 선형 변위 센서.

그림 A4. 삼축 가속도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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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트레드밀 시험 수치 및 부가 정보

그림 A5. 로그 감소율을 이용해 감쇠 비율을 계산하는데 사용한 진동 곡선의 예시.

진동 움직임을 보여주는 과소감쇠에 있어, 감쇠 비율은 로그 
감소율법을 이용해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A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두 개의 연속적인 진폭 비율의 자연 로그로 정의된다. 
감쇠 비율은 다음과 같이, 감쇠 비율인 제타 함수와 (ζ) 로그 
감쇠도인 (δ) 델타 함수로 계산된다.

신형 마돈

신형 마돈 감쇠

신형 마돈 감쇠 비율

로그 (신형 마돈 감쇠)

로그 (신형 마돈 감쇠 비율)

시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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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트레드밀 시험 수치 및 부가 정보

그림 A6. 그림 12에서 반복된 돌출부 당 둔부 움직임 추적 그래프.

그림 A7. 빨래판 노면 시험에서 가속도의 감소를 보여주는 동력 스펙트럼 밀도 분석.

둔부에서의 수평 움직임 [밀리미터]

진동 주파수 [헤르츠]

노면 = 단일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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