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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자전거에만 해당하는 설계 특징과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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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 블록 헤드셋

설명 부품 번호
녹 블록 58도 헤드셋 5252156
녹 블록 58도 상부 어셈블리 5252157

칩 볼트 상부 베어링 커버

상부 베어링

크라운 레이스

컴프레션 링

헤드 튜브

녹 블록 칩

하부 베어링

1. 상하부 헤드 튜브 베어링 보어에 그리스를 
바릅니다.

2. 컴프레션 링과 크라운 레이스를 위해 베어링 시트 
내부에 그리스를 바릅니다.

3. 크라운 레이스를 설치한 후 스티어러 튜브에 하부 
베어링을 설치합니다.

4. 스티어러 튜브를 헤드 튜브 하단에 삽입합니다.

5. 스티어러 튜브에 상부 베어링과 컴프레션 링을 
설치합니다.

6. 녹 블록 칩을 프레임에 삽입합니다. 조이지 
마십시오.

7. 상부 베어링 커버를 설치합니다.

8. 필요에 따라 스페이서를 설치합니다.

9. 녹 블록 칩 볼트를 삽입하고 2Nm로 조입니다.

2020 및 2021 퓨얼 EX 모델은 BB92 프레스핏 표준 하단 
브래킷을 사용합니다.

제거와 설치 지침은 하단 브래킷 제조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스램

하단 브래킷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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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 튜브 보관함(카본 프레임만 해당)

품목 번호 설명 부품 번호

1 보관함 도어, 윈도우 프레임 및 
하드웨어 W583862

품목 번호 1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1. 케이블 라우팅 탭이 바이크의 드라이브 사이드에 
가도록 윈도우 프레임을 배치합니다.

2. 윈도우 프레임을 다운 튜브 보관함 컷아웃으로 
삽입합니다.

3. 볼트를 1.2Nm 토크로 조입니다.

품목 번호 설명 부품 번호

1 드레일러 행어, 볼트 및 
30mm 와셔 W583423

액티브 브레이킹 피봇(ABP) 하드웨어 키트가 있는 
드레일러는 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주의: 행어와 자전거 프레임 사이에는 그리스를 
바르지 마십시오.

주의: 행어 볼트 스레드에는 그리스를 바르지 
마십시오.

1. 행어를 드라이브 사이드 체인스테이의 안으로 
삽입합니다.

2. 와셔를 드레일러 행어 볼트에 설치합니다.

3. 볼트를 프레임으로 삽입합니다.

4. 그림처럼 행어가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5. 행어 볼트를 25Nm 토크로 조여줍니다(좌측 
스레딩 방식).

4 뒷 드레일러 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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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레임 가드

품목 설명 부품 번호 수량
1 시트스테이, 카본 프레임만 해당 W583089 1
2 상부 다운 튜브 W529228 1
3 하부 다운 튜브, 카본 프레임만 해당 W583088 1

하부 다운 튜브, 알루미늄 프레임만 해당 W532098 1
4 하부 다운 튜브 가드 하드웨어, 카본 프레임만 해당 1042535 2
5 체인스테이, 2021 카본 프레임만 해당 W1048535 1

체인스테이, 알루미늄 프레임만 해당 5263821 1
6 체인스테이, 2020 카본 프레임만 해당 W583087 1

 1

 4
 3

 4

 25

6

1. 아래 있는 것처럼 프레임 표면에서 가드와 맞닿는 
부분을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아줍니다.

주의: 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프레임 전체를 닦지 
마십시오.

2. 접착 부분을 보호하고 있는 커버를 벗깁니다.

3. 카본 프레임만 해당: 버튼 헤드 나사 두 개를 
사용하여 다음을 부착합니다.

• 다운 튜브 가드
• 체인스테이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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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케이블 라우팅

품목 설명 부품 번호 수량
1 케이블 입구 가이드 W519232 2
2 케이블 하드웨어, M4x0.7x16mm W532763 2
3 하단 브래킷 케이블 출구 가이드 – 카본만 해당 W583807 1
4 체인스테이 브레이크 출구 가이드 – 카본 프레임만 해당 W543605 1
5 케이블 하드웨어, M3x05x12mm – 카본 프레임만 해당 W318529 1

1. 케이블 타이를 보이는 것처럼부착합니다.

2. 다운 튜브의 자전거 프레임과 보관함 프레임 
(케이블 라우팅 탭) 사이에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다음 케이블을 묶습니다.

• 뒷 드레일러 하우징

• 후방 브레이크 호스

• 드로퍼 하우징(해당되는 경우)

3. 케이블을 라우팅합니다.

• 카본 프레임: 뒷 드레일러 하우징을 
체인스테이 가드 사이로 라우팅합니다.

• 알루미늄 프레임: 뒷 드레일러 하우징 
내부를 체인스테이 가드 사이로 
라우팅합니다.

2020 카본 프레임 케이블 라우팅

뒷 드레일러 쪽으로

드로퍼 포스트 쪽으로

후방 브레이크 쪽으로

 1
 2

 1

 2 3

 4 5

★ 케이블 타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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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및	2021	퓨얼	EX	정비 보충 설명서6

2021 카본 프레임 케이블 라우팅

2020 및 2021 합금 프레임 케이블 라우팅

★ 케이블 타이 위치

뒷 드레일러 쪽으로

드로퍼 포스트 쪽으로

후방 브레이크 쪽으로

★ 케이블 타이 위치

★
★

★

 2
 1

1
2

★

★ 케이블 타이 위치

★

후방 브레이크 쪽으로
 1

 2

 1

 2

드로퍼 포스트 쪽으로

뒷 드레일러 쪽으로



6

7 서스펜션 하드웨어 교체 부품

9
8

8
10

11

12

12

13
13

15

14

7

7
9

로커 링크

품목 번호 설명 부품 번호 수량
 7 미노 링크 볼트 W579296 2
 8 미노 링크 스페이서 W529969 2
 9 미노 링크 베어링 W529224 2
10 미노 링크 너트 W529223 2
11 로커 피봇 액슬 W535469 1
12 로커 피봇 스페이서 W290057 2
13 로커 피봇 베어링* W586543 2
14 로커 피봇 베어링 슬리브 W310155 1
15 로커 피봇 너트 W311582 1

로커 링크 하드웨어 키트 – 피봇 
스페이서와 베어링 각각 두 개씩. 
액슬 베어링 한 개와 로커 너트 한 개.

 599910 1

*드라이브사이드 로커 피봇 베어링을 먼저 설치한 
후, 베어링 슬리브를 설치하고 그다음으로 비-
드라이브사이드 베어링을 설치하십시오.

19 18

18

16

17

17
20

체인스테이

메인 피봇 포인트

품목 번호 설명 부품 번호 수량
16 메인 피봇 너트 W584134 1
17 메인 피봇 스페이서 W440921 2
18 메인 피봇 베어링* W302025 2
19 메인 피봇 슬리브 키트만 해당 1
20 메인 피봇 액슬 키트만 해당 1

메인 피봇 포인트 하드웨어 키트	
– 피봇 너트 한 개, 스페이서 두 
개, 베어링 두 개, 슬리브 한 개, 
그리고 액슬 한 개.

 599909 1

*드라이브사이드 로커 피봇 베어링을 먼저 설치한 
후, 베어링 슬리브를 설치하고 그다음으로 비-
드라이브사이드 베어링을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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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

21 23

23

22 23

22

22
23
21

스루 샤프트/트루니언

품목 번호 설명 부품 번호 수량
21 스루 샤프트 샥 볼트 W583804 4
22 샥 피봇 스페이서 W529969 4
23 샥 피봇 베어링 W293466 4

22

22

25

25

24
23

23

23

23
24

표준 아이렛

품목 번호 설명 부품 번호 수량
22 샥 피봇 스페이서 W529969 4
23 샥 피봇 베어링 W293466 4

24 상부 핀 마운트 샥 
하드웨어 키트  599898 1

25 상부 핀 마운트 샥 
하드웨어 키트  599899 1

7 	 2020	및	2021	퓨얼	EX	정비 보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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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아웃 하드웨어8

27

27

28

26
30

26

29

액티브 브레이킹 피봇 드롭아웃 및 스큐어

품목 번호 설명 부품 번호 수량
26 베어링 W583424 2

27 스페이서(카본 
프레임만 해당) W583422 2

28 액슬 가이드 W583419 1
29 엑슬 너트 W583420 1
30 뒤 스큐어 W583469 1

액티브 베어링 피봇 범용 하드웨어	
키트 – 볼트와 와셔가 있는 범용 
드레일러 행어, 액슬 가이드 한 개, 
액슬 너트 한 개, 스페이서 두 개, 
그리고 베어링 두 개.

 599911 1

최대 체인라인싱글 55mm
최소 체인라인싱글 52mm
55mm 체인라인의 
최대 체인링

36T 원형, 34T 타원형

52mm 체인라인의 
최대 체인링

34T 원형, 32T 타원형

52/55mm 체인라인의 
최소 체인링

28T

포크 트레블 140mm
최대 포크 트레블 150mm
최대 타이어 사이즈 29.0 x 2.60
샥 아이–아이 길이 210mm
샥 스트로크 길이 55mm
상부 샥 마운팅 폭 54mm
하부 샥 마운팅 폭 50mm, 비-드라이브사이드에 

10mm 오프셋 포함
볼트 직경 10mm

9 제품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