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도마니+ ALR
정비 보충 설명서



1

	 2021	도마니+	ALR	정비 설명서 	 2021	도마니+	ALR	정비 설명서

기어박스 제거하기

1. 드라이브 팩을 제거합니다.

2.	 뒷 휠을 탈거합니다.

3.	 크랭크 암을 모두 제거합니다.

4.	 앞 체인링을 제거합니다.

5.	 드라이브 팩 공동 안에 있는	BB	스태빌라이저를	
제거합니다.

바텀 브래킷	
스태빌라이저

6.	 기어박스 커버에서 나사 두 개를 뺀 후에 커버를	
벗깁니다.

7.	 T30	기어박스의 뒤쪽 나사 두 개를 뺍니다.

8.	 T30	기어박스의 앞쪽 나사 두 개를 빼지는 말고	
풀어줍니다.

9.	 센서와 컨트롤러 커넥터가 보이도록 기어박스	
뒤쪽을 아래로 돌려줍니다.

뒤쪽 나사 제거

앞쪽 나사 풀기

10.	 센서와 컨트롤러 커넥터를 기어박스에서 뺍니다.

주의: 커넥터들을 분리해주면 우발적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넥터를 분리하지 않으면 기어박스 
커넥터 소켓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속도 센서

11. 앞쪽	T30	기어박스 나사 두 개를 뺀 다음	
기어박스를 제거합니다.

 참고 		기어박스를 제거할 때 고무 망치를	
사용하여	BB	액슬의 한 면을 먼저 가볍게 두드린 다음	
다른 면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 기어박스가 무겁습니다. 마지막 나사를 뺄 때 
기어박스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어박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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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컴포넌트들을 교체할 때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드라이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021	도마니+	ALR	정비 설명서

 참고 		이 설명서에는 파주아 배터리와	
드라이브 장치가 있는 도마니+	ALR에만 해당하는	
설계 특징과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도마니 프레임과 컴포넌트의 전체 정보는	2020	
도마니 정비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3

	 2021	도마니+	ALR	정비 설명서 	 2021	도마니+	ALR	정비 설명서

속도 센서 제거하기

1. 뒷 휠을 탈거합니다.

2. 드라이브 팩을 제거합니다.

3. 기어박스를 제거합니다(페이지	1에 있는	기어박스	
제거하기참조).

4. 센서 케이블을 쉽게 빼려면 다운튜브 안에서	
플라스틱 가이드로부터 후방 브레이크 호스를	
뺍니다.

5. 케이블 타이가 어떻게 끼워져 있고 속도 센서	
케이블의 라우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해둔	
후에 케이블 타이를 자릅니다.

케이블 타이

6. 마운팅 나사와 센서,	드롭아웃에서 스페이스를	
제거합니다.

 참고 		센서 아래에 있는 스페이서의 방향을	
기억해두면 설치할 때 쉽습니다.	스페이서는	
드롭아웃에 있는 구멍에 딱 맞습니다.

ES
LF

구멍
스페이서

7. 케이블을 빼기 전에	여분의 센서 케이블이	
기어박스 마운트 내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기억해둡니다.	설치할 때 그대로 배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8. 체인스테이에서 센서 케이블은 놔두고 브레이크	
호스를 당긴 후에 센서 케이블을 부드럽게 당겨	
뺍니다.

9. 바텀 브래킷에서 케이블을 밀어내고 브레이크	
호스는 필요에 따라 움직여서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주의: 브레이크 호스는 손상되기 쉽습니다. 브레이크 
캘리퍼 마운팅 볼트를 풀거나 빼면 호스를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어박스 설치하기

중요: 있는 경우 교체 파주아 나사를 사용합니다. 제거한 
나사를 재사용하는 경우 쓰레드락커를 바를 수 있도록 
나사를 닦은 후에 쓰레드락커를 새롭게 바릅니다.

1. 앞쪽	T30	나사 두 개로 기어박스를 느슨하게	
끼웁니다.

2. 속도 센서와 컨트롤러 케이블을 제 위치에	
연결합니다.

컨트롤러

속도 센서

3. 기어박스를 위로 돌린 후 뒤쪽	T30	나사 두 개를	
끼웁니다.

 참고 		센서와 컨트롤러 케이블이 기어박스와	
마운트 사이에 끼지 않도록 잘 배열합니다.

4. 기어박스 나사 네 개를	8.0~8.5Nm의 토크로	
조입니다.

5. 기어박스 커버를 다시 덮어줍니다.

6. 드라이브 팩 공동 안에	BB	스태빌라이저를 다시	
설치합니다.

7. 앞 체인링을 다시 설치합니다.

8. 크랭크 암을 모두 재설치합니다.

9. 드라이브 팩을 다시 설치합니다.

바텀 브래킷	
스태빌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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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어박스를 설치합니다(페이지	2에 있는	기어박스	
설치하기	참조).

 참고 		기어박스 마운트 내에 센서 케이블이	
집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열하십시오.

7. 기어박스를 설치할 때 속도 센서 커넥터를 제	
위치에 연결합니다.

 참고 		컨트롤러 커넥터도 올바르게	
부착하십시오.

8. 다운튜브 안에 있는 플라스틱 가이드에 후방	
브레이크 호스에 다시 부착합니다.

속도 센서

9. 뒷 휠을 설치합니다.

10. 드라이브 팩을 설치합니다.

컨트롤러 제거하기

1. 드라이브 팩을 제거합니다.

2. 다운튜브의 상단 끝에 락커 메커니즘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3.	 락커 메커니즘을 제거합니다.

이 하우징에서	
락커 메커니즘	
제거(상단 다운	
튜브)

4. 61cm	자전거 프레임에서는 전방 포크를	
제거합니다.

5. 기어박스를 제거합니다(페이지	1에 있는	기어박스	
제거하기참조).

6. 다운튜브 안에 있는 컨트롤러 케이블의 라우팅	
배열을 기억해둔 다음 각 플라스틱 가이드에서	
컨트롤러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속도 센서 설치하기

1. 뒷 휠과 드라이브 팩,	기어박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센서 케이블을 쉽게 설치하려면 다운튜브 내에	
있는 플라스틱 가이드에서 후방 브레이크 호스를	
뺍니다.

2. 체인스테이에서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	
호스를 움직이면서,	센서 케이블을 앞으로	
해서 체인스테이를 통과시키면서 부드럽게	
라우팅합니다.

 참고 		라우팅하는 동안 케이블을 체인스테이	
포트에서 교대로 하면 쉽게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바텀 브래킷에서 센서 케이블을 기어박스에	
연결하기에 충분히 느슨하게 당긴 후에	
기어박스를 설치합니다.

속도 센서 케이블

4. M4	마운팅 나사를 사용하여 스페이서와 센서를	
드롭아웃에 부착합니다.

	 스페이서는 드롭아웃에 있는 구멍에 딱 맞습니다.

ES
LF

구멍
스페이서

5. 새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드롭아웃에	
고정합니다.

케이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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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스포크의 헤드 끝 부분(또는 유사 공구)을	
이용하여 커넥터를 다운 튜브로 가이드합니다.

5. 케이블을 여유롭게 잡고 밀고 당기면서 다운	
튜브로 들어가서 락커 마운트를 통과하여	
기어박스 마운트의 뒷 부분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

 참고 		케이블을 일단 그렇게 늘어뜨린 채로	
둡니다.

락커 마운트	
사이로	
라우팅

컨트롤러	
케이블

6. 기어박스를 설치합니다(페이지	2에 있는	기어박스	
설치하기	참조).

 참고 		기어박스 마운트 내에 컨트롤러	
케이블이 집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배열하십시오.

7. 기어박스를 설치할 때 컨트롤러 커넥터를 제	
위치에 연결합니다.

 참고 		속도 센서 커넥터도 올바르게	
부착하십시오.

컨트롤러

8. 바텀 브래킷 끝 부분에서 시작하여 케이블을 다운	
튜브 플라스틱 가이드 세 개에서 가장 좁은 채널로	
삽입하는데,	이때는 케이블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9. 탑 튜브의 컨트롤러 포켓에서 여분의 케이블을 싯	
튜브 쪽으로 향하게 하여 튜브로 밀어넣습니다.

10. 컨트롤러를 탑 튜브 포켓으로 잘 고정되게	
삽입합니다.

11. 제거 절차의	2단계 중에 한 높이 표시를 참조하여	
락커 메커니즘을 다시 설치합니다.

12.	패스너들을	1.8~2.2Nm의 토크로 조입니다.

13. 61cm	자전거는 포크를 다시 설치합니다.

14. 드라이브 팩을 설치합니다.

7. 탑 튜브에서 컨트롤러 모듈을 돌려서 부드럽게	
포켓에서 뺍니다.

주의: 컨트롤러를 뺄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구로 인해 탑 튜브 컨트롤러 포켓 주위의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8. 탑 튜브 내에 여분의 케이블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기억해둡니다.

9. 다운 튜브와 탑 튜브 사이에 있는 출입 구멍	
사이로 컨트롤러 케이블을 부드럽게 밀고 당겨서	
빼냅니다.

다운 튜브 구멍

10. 다운 튜브 안에서 일반 스포크나 유사 공구의 헤드	
끝 부분을 이용하여 커넥터를 조종하면서 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밀어냅니다.

타운 튜브에 있는	
컨트롤러 케이블 구멍

컨트롤러 설치하기

1. 컨트롤러 케이블 커넥터를 탑 튜브 포켓으로	
삽입합니다.

2. 탑 튜브와 다운 튜브 사이에 있는 출입 구멍을	
통해서 케이블을 아래로 라우팅합니다.

다운 튜브 구멍

3. 61cm	자전거의 케이블 라우팅하기:

a. 탑 튜브 포켓을 통해서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b.	 탑 튜브 출입 구멍으로 앞으로	
밀어넣습니다.

c.	 그런 후 다운 튜브 출입 구멍을 통해서	
아래로 가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