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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책자는 귀하의 새 전기 자전거(e-자전거)에 대한 간단한 시작 지침입니다.  
귀하의 모델에 해당하는 전체 전기 자전거 사용자 매뉴얼은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매뉴얼 
및 사용자 지침’에서 확인하거나 이 지침에 있는 QR 코드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식 대리점에 매뉴얼 사본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경험이 많다고 해도 첫 주행을 하기 전에 본 지침과 전기 자전거에 동봉된 
사용자 매뉴얼, 전기 자전거 사용자 매뉴얼을 읽어야 합니다.  해당 매뉴얼들에는 중요한 
안전 정보 및 전기 자전거의 올바른 사용과 정비 그리고 전기 컴포넌트의 올바른 폐기 법에 
대한 유용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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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기 자전거 라이딩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1. 천천히 시작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재밌는 일이란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전기 자전거는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당장 처음부터 가장 빠른 세팅으로 달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처음 라이딩할 때는 몇 차례에 걸쳐 쉽고 무난하게 주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조 세팅은 
낮은 것부터 시작하여 자유 속도의 느낌을 익힙니다.

2. 브레이크를 더 빨리 잡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더 무겁고 더 빨리 움직입니다. 힘이 더 좋고 속도가 더 
빠르고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전기 자전거를 라이딩할 때는 일반 자전거보다 더 일찍 속도를 낮추기 
시작해야 합니다.

3. 더 빠른 자전거에는 더 강한 브레이크가 사용됩니다
귀하의 전기 자전거에는 최신 브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적용됐고 브레이크 기능이 정말 
훌륭합니다. 아마 귀하의 기대보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새 전기 자전거에 적응하는 
동안 처음에는 좀 더 부드럽게 제동하고 브레이크 레버를 점진적으로 당깁니다. 절대 전방 
브레이크 레버만 잡지 마십시오. 전후방을 균일하게 제동해야 합니다.

4. 보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는 전기 자전거의 속도가 
그렇게 빠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기 자전거의 외관과 
속도에 익숙해질 때까지 라이딩 중에는 특별히 주의하고 주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5. 모든 자전거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새 전기 자전거는 새로운 수준의 자유와 즐거움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여전히 주변의 도로와 길목, 트레일의 모든 규칙을 알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즐겁게 라이딩하십시오. 하지만 더 빠른 속도란 책임도 그만큼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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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보조 시스템의 기본 작동
아래에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는 이 지침 앞에 있는 페이지들을 참조하십시오.

1. 전기 자전거 켜기/끄기(그림 A)
• 보조 시스템을 켜거나 사용 후 끄려면 켜기/끄기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 보조 시스템을 끈 채로 라이딩하면 일반 무동력 자전거를 라이딩하는 것과 같습니다.
• 라이트를 사용하려면 보조 시스템을 켜야 합니다(있는 경우).

2. 보조 수준 선택(그림 B)
• 라이딩 중에 +/- 버튼을 짧게 눌러 보조 수준을 올리거나/내리면 됩니다.
• 다섯 가지 수준 중에서 선택: 꺼짐(0%), 에코(40%), 투어(100%), 스포츠/E-

MTB(150%), 터보(250%) E-MTB 보조 수준은 전기 MTB에만 사용되는 개선된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스포츠 보조 수준을 대체합니다.

• 전기 자전거 라이딩을 배우는 동안에는 최저 보조 수준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수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 라이딩 중 디스플레이에는 귀하의 실제 속도가 km/h 또는 mph 단위로 제시됩니다.
• 배터리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려면 보조 모드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기어를 적절하게

바꿔야 합니다.

3. 보행 보조 활성화(있는 경우)(그림 C)
• 보행 보조는 두 단계 과정으로, 전기 자전거를 밀 때 언제라도 하중을 가볍게 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행’(Walk)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 디스플레이에 ‘보행 +’가 나타나 있는 동안 ‘+’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 ‘+’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귀하의 전기 자전거는 전방으로 저속 추진됩니다.
• 보조 시스템이 꺼진 상태에서는 보행 보조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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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체형 라이트 제어(있는 경우)(그림 D)
• 일부 전기 자전거는 주행등이 항상 켜져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켜져 있는’ 모델은 라이트 센서를 갖추고 있어 라이딩 조건에 따라
라이트 패턴(점멸 또는 점등)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라이트 시스템은 전기 자전거를
켜면 작동합니다.

• 라이트를 끄거나 켜려면 ‘+’ 버튼을 잠깐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 컨트롤러에 라이트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전기 자전거에 하이/로우 빔 스위치가 장착된 경우, 맞은편에서 오는 바이커와 자동차
운전자를 배려하여 로우 빔 세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5. 충전 수준
•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를 약 60% 수준으로 충전한 후에

보관하고 6개월마다 충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 충전 컨트럴 표시기의 LED가 1개만 점등되었을 경우 배터리를 약 60%로

재충전합니다.

컨트롤러에 있는 충전 수준 표시기 배터리에 있는 충전 수준 표시기

100% 충전됨, 최대 범위.

배터리 충전 필요. 배터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 충전 수준
을 점검합니다.
• LED 0~1개 점등: 배터리 충전 필요.
• LED 5개 점등: 100% 충전됨, 최

대 범위.

 • 배터리 거의 바닥 수준, 즉시 충전 
필요.

 • 보조 전력 없음(점멸 표시기).
 • 최대 2시간 동안 라이트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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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터리 충전(그림 E 및 F)
• 귀하의 전기 자전거는 다음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터리가 전기 자전거에 설치되어 있을 때(그림 E)

►	 제공된 충전기 케이블을 프레임에 통합되어 있는 충전 포트에
연결합니다. 전원에 연결되면 충전 중이라는 표시로
충전 기호가 나타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 배터리가 전기 자전거와 분리되어 있을 때(그림 F)
► 제공된 열쇠를 사용하여 전기 자전거 배터리의 잠금을 해제하고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 제공된 충전기 케이블을 배터리에 통합되어 있는 충전 포트에 연결합니다.

전원이 연결되면 충전하는 동안 배터리 충전 표시기에 있는
LED들이 점멸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 즉시 LED들이 꺼집니다.

• 충전 중인 배터리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충전 케이블을
바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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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와 정비 기초
1. 배터리 팩을 주의해서 다룹니다.

• 배터리를 부드럽게 취급합니다. 배터리에는 상당한 전력이 채워져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 부품이 손상되거나 노출되면 심각한 영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에
손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십시오.

• 액세서리를 설치하려면 인증받은 전기 자전거 테크니션에게 문의합니다.
엉뚱한 곳에 맞지 않는 볼트를 사용하면 전기 자전거의 전기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고.  
전기 시스템의 단락 및/또는 배터리의 손상은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한 충격을 
받은 배터리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터리 팩을 적절하게 정비합니다.
• 전기 자전거에 동봉된 충전기로만 배터리 팩을 충전하십시오.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 팩 수명에 지장을 주고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 충전 중인 배터리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접지되고 차단기로 보호되는

콘센트를 선택합니다. 충전 후에는 충전기를 바로 뺍니다.
• 전기 자전거 배터리는 습기와 열원, 가연성 혹은 쉽게 불이 붙는 물체가 없고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최소 60%로

재충전합니다. 방전이 심하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전기 자전거 운반 시에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자동차 랙에 싣고 운반할 때는 컨트롤러와 배터리를 전기 자전거에서 빼서 
자동차 실내에 보관합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고 랙에 가해지는 하중이 적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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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 산악용 자전거(e-MTB)의 서스펜션을 올바르게 셋업해야 합니다.
e-MTB의 오프로드 퍼포먼스를 최대한 누리려면 서스펜션을 올바르게 셋업한 후에
라이딩하십시오. 온라인 서스펜션 계산기는 https://suspension.trekbike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자주 묻는 질문
Q: 제 새 전기 자전거를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딩해도 되나요?
A:  네, 배터리 미설치 상태에서 전기 자전거를 라이딩할 수는 있으나, 전기 컴포넌트들이  

수분이나 파편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자전거  
대리점에서 적절한 부품을 주문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경우  
전기 자전거의 라이트(갖춘 경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어두울 때 배터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라이딩하는 경우 추가적인 라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열쇠들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락은 귀하의 전기 자전거와 배터리 도난을 방지합니다. 전기 자전거에 링  

락이 있다면 열쇠가 링 락과 배터리 모두에 맞습니다. 열쇠의 번호를 기록해  
두십시오. 열쇠를 잃어버리면 공식 대리점에서 대체 열쇠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Q: 전기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귀하의 전기 자전거는 미세하게 조정된 기계입니다. 언제든지 수리가 필요하면  

인증받은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가까운 자전거 대리점에 있는 테크니션이 자전거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리하기에 가장 좋은 자원입니다.

Q: 전기 자전거의 디스플레이 컴포넌트를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나요?
A: 원래 디스플레이를 애프터마켓 디스플레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증받은 전기 자전거 테크니션만 이런 유형의 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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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미국 본사
Trek US
Customer Service 
801 W Madison street
Waterloo, Wisconsin
53594
USA

전화번호: 920.478.4678

미국 본사
Electra Bicycle Company
1010 South Coast Highway 
101
Suite 101, Encinitas
CA 92024
USA

전화번호: 1.800.261.1644

www.trekbikes.com www.electrabike.com

https://www.trekbikes.com/manuals/ https://electra.trekbikes.com/electra-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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