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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펜더와 후방 랙 설치하기
후방 펜더와 후방 랙은 하나의 어셈블리로 함께 
설치됩니다.

1. 뒷 휠을 탈거합니다.

2. 펜더의 밑바닥에 M5x0.8x14mm 버튼 헤드 볼트 
두 개와 M5 플랫 와셔를 사용하여 랙을 펜더에 
부착합니다.

 참고   이들 볼트에 꼭 나사고정제를 발라야 
합니다.

a. 볼트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은 다음 부착 전에 록타이트 242 
나사고정제나 유사 제품을 바릅니다.

펜더 아래쪽 연결부 두 곳

3. 볼트 두 개를 6Nm 토크로 조여줍니다.

4. 후미등 케이블 연결부를 논-드라이브사이드 랙 
스트러트 안쪽을 통과하여 위로 라우팅합니다.

 참고  라이트 케이블 커넥터는 논-
드라이브사이드 체인스테이의 안쪽입니다.

5. 케이블 연결부를 후미등에 연결합니다.

6. 펜더/랙을 싯스테이 상부에 있는 구멍 두 개에 
부착합니다.

싯스테이 연결부 
두 곳(안쪽)

후방 스트러트 
연결부

7. 펜더/랙 스트러트를 각 체인스테이 뒤쪽에 있는 
구멍으로 부착합니다.

 참고   체인스테이 볼트에 나사고정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a. 체인스테이 볼트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은 다음 부착 전에 
록타이트 242 나사고정제나 유사 제품을 
바릅니다.

8. 체인스테이 볼트를 6Nm 토크로 조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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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 설명서에는 2021 파워플라이 FS 
자전거에만 해당하는 설계 특징과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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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샥 제거하기

1. 후방 펜더를 제거합니다.

2. 뒷 휠을 탈거합니다.

3. 엔드캡 볼트(논-드라이브사이드)와 록커 피벗 액슬
(드라이브사이드)을 제거합니다.

 참고   이 피벗 위치에서는 베어링과 
스페이서를 빼지 마십시오.

상단 샥-마운트 액슬-볼트

록커 피벗 액슬

4. 상부 샥 마운트가 나오도록 싯스테이를 뒤쪽으로 
돌립니다.

5. 상단 샥-마운트 액슬-볼트를 제거합니다.

6. 하단 샥-마운트 액슬-볼트를 샥 회전 결합부에서 
제거합니다.

하단 샥-마운트 액슬-볼트

샥 회전 결합부

후방 미니 펜더 설치하기

1. 뒷 휠을 탈거합니다.

2. M5x0.8x14mm 볼트 두 개와 플랫 와셔를 
사용하여 미니 펜더를 싯스테이 상부에 있는 구멍 
두 개에 부착합니다.

 참고   이들 볼트에 나사고정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a. 볼트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은 다음 부착 전에 록타이트 242 
나사고정제나 유사 제품을 바릅니다.

3. 볼트는 6Nm 토크로 조입니다.

볼트 두 개 
및 와셔

미니 펜더

전방 펜더 설치하기

 참고   27.5 모델의 전방 펜더는 29er 모델과 
다릅니다.

1. M5 볼트와 와셔를 사용하여 U자 전방 펜더 
스트러트를 렌더에 부착합니다.

하단 포크 아치

펜더 스트러트

스트러트에서 
전방 포크

2. 볼트는 2.5Nm 토크로 조입니다.

3. M6 볼트를 사용하여 펜더와 스트러트 어셈블리를 
하단 포크 아치에 부착합니다.

 참고   하단 포크 아치 볼트에 나사고정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a. 포크 아치 볼트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은 다음 부착 전에 
록타이트 242 나사고정제나 유사 제품을 
바릅니다.

4. 볼트를 9Nm 토크로 조여줍니다.

5. M5 볼트 두 개를 사용하여 스트러트를 전방 
포크에 부착합니다.

 참고   이들 스트러트 볼트에 나사고정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a. 스트러트 볼트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닦은 다음 부착 전에 
록타이트 242 나사고정제나 유사 제품을 
바릅니다.

6. 스트러트 볼트를 6Nm 토크로 조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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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드레일러 행어 설치하기

주의: 행어와 자전거 프레임 사이에는 그리스를 
바르지 마십시오.

주의: UDH 볼트 쓰레드에는 그리스를 바르지 
마십시오.

1. 행어를 드라이브사이드 체인스테이의 안쪽에 
삽입한 후(2피스 스윙 암) 행어 볼트로 부착합니다
(좌측 쓰레딩 방식).

뒷 드레일러 
행어

행어
볼트

2. 그림처럼 행어가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3. 행어 볼트를 25Nm 토크로 조여줍니다(좌측 
쓰레딩 방식).

리어 샥 설치하기

1. 하단 샥-마운트 액슬-볼트를 샥 회전 결합부에 
부착합니다.

하단 샥-마운트 액슬-볼트

샥 회전 결합부

2. 볼트를 10Nm 토크로 조여줍니다.

3. 상단 샥-마운트 액슬-볼트를 부착합니다.

상단 샥-마운트 액슬-볼트

록커 피벗 액슬

4. 볼트를 10Nm 토크로 조여줍니다.

5. 싯스테이를 앞으로 돌려 록커 피벗 액슬을 
싯스테이 마운팅 구멍에 정렬합니다.

6. 드라이브사이드 베어링 보어에 그리스를 
바릅니다.

7. 록커 피벗 액슬을 삽입합니다(드라이브사이드).

 참고   싯스테이 구멍 안쪽에는 스페이서가, 
바깥쪽에는 베어링이 자리하게 합니다.

8. 논-드라이브사이드 베어링 보어에 그리스를 
바릅니다.

9. 스페이서와 베어링, 록커 피벗 액슬이 
드라이브사이드에 설치된 상태에서 논-
드라이브사이드에 엔드캡 볼트를 설치합니다.

 참고   싯스테이 구멍 안쪽에는 스페이서가, 
바깥쪽에는 베어링이 자리하게 합니다.

10. 록커 피벗 액슬을 17Nm 토크로 조여줍니다.

11. 1페이지를 참고하여 후방 펜더와 후방 랙을 
재설치하거나, 2페이지를 참고하여 후방 미니 
펜더를 재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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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라우팅
케이블 컬러
변속기 레드
드롭퍼 블랙
컨트롤러 그린
후방 브레이크 블루
배터리 전력 그레이
후미등 핑크
속도 센서 옐로
충전 포트 오렌지

 참고   후미등 케이블은 논-드라이브사이드 
체인스테이를 통과한 후 랙 스트러트 안으로 넣어 
위로 통과시켜 후미등으로 라우팅하면 됩니다.

뒷 브레이크 하우징

드롭퍼 포스트

컨트롤러

배터리 전력

뒷 드레일러

후미등

초기 보쉬 RIB 시스템 제거하기

 참고   이 과정은 자전거 프레임에서 구동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패스너와 범퍼, 락 어셈블리는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둡니다.

부품 목록
1. 하단 도킹 브래킷 
2.  상단 및 하단 도킹 브래킷의 나일론-인서트 록너트

(M5) 두 개
3. T25 보안 나사 네 개
4. 파워튜브 커넥터 플레이트
5.  상단 및 하단 도킹 브래킷의 버튼 헤드 캡 나사

(M5x.8x16mm) 두 개
6. 카운터성크 볼트(M4x0.7x8mm) 두 개
7. 범퍼 두 개
8. 락 커버
9. 와셔 두 개
10. 락 어셈블리
11. 상단 도킹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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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보쉬 RIB 시스템 설치하기

1. 다운튜브의 하부 및/또는 상부를 지나는 케이블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거 시 
경로와 똑같이 라우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T25 보안 나사(3) 두 개와 록너트(2)를 사용하여 
하단 도킹 브래킷(1)을 설치합니다.

3. 커넥터 플레이트(4)의 배터리 플러그를 구동 
장치의 배터리 연결부에 주의하여 연결합니다.

4.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를 사용하여 커넥터 
플레이트(4)에 설치합니다.

5. T25 보안 나사(3) 두 개와 록너트(2) 두 개를 
사용하여 상단 도킹 락(11)을 설치합니다.

6.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와 와셔(9)를 사용하여 락 
어셈블리(10)를 설치합니다.

7. 볼트(6) 두 개와 범퍼(7) 두 개를 사용하여 상단 
프레임 도킹에 락 커버(8)를 설치합니다.

8. 열쇠를 배터리 락에 삽입합니다.

9. 다운튜브에 RIB 배터리를 설치합니다.

10. 시스템 전원을 켠 상태에서 배터리를 헤드 
튜브 쪽으로 슬라이드하여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11. 제조업체의 프로세스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12. 배터리 탈착을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초기 보쉬 RIB 시스템 제거하기

1. 다운튜브에서 RIB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2. 케이블의 라우팅 경로에 주목합니다.설치 시에도 
케이블을 동일하게 라우팅합니다.

3. 배터리 락에서 열쇠를 제거합니다.

4. 상단 도킹에서 볼트(6) 두 개, 범퍼(7) 두 개, 락 
커버(8)를 제거합니다.

5.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 와셔(9), 락 어셈블리(10)
를 제거합니다.

6. T25 보안 나사(3) 두 개, 록너트(2) 두 개, 상단 도킹 
락(11)을 제거합니다.

7. 재사용을 위해 나사(5), (6), 범퍼(7), 록너트(2)를 
잘 치워둡니다.

8. 재설치를 위해 락 어셈블리(10)를 잘 치워둡니다.

9.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를 하단 도킹에서 
제거합니다.

10. 커넥터 플레이트(4)를 조심스럽게 빼내고 배터리 
플러그용 연결 포인트를 찾습니다.

11. 배터리 플러그를 이 연결 포인트에서 제거합니다.

12. T25 보안 나사(3) 두 개, 록너트(2), 하단 
도킹 브래킷(1)을 제거합니다. 하단 도킹 
서브어셈블리를 자전거에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13. 새 RIB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하단 커넥터 플레이트
(4)에서 기존의 배터리 연결 플러그를 제거합니다.

 참고   원활히 제거하도록 커터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후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커넥터 
플레이트는 새 RIB 시스템에 다시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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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RIB 시스템 제거하기

1. 다운튜브에서 RIB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2. 케이블의 라우팅 경로에 주목합니다. 설치 시에도 
케이블을 동일하게 라우팅합니다.

3. 배터리 락에서 열쇠를 제거합니다.

4. 볼트(6) 두 개와 범퍼(7) 두 개, 상단 플라스틱 락 
커버(F)를 제거합니다.

5. 플런저(11)와 락 어셈블리(10)를 제거합니다.

6.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와 와셔(H)를 상단 금속 
도킹 브래킷(C)에서 제거합니다.

7.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와 하단 배터리-플러그 
마운팅 커버(E)를 배터리 플러그와 함께 
제거합니다.

8. 배터리 플러그 연결부를 하단 금속 도킹 브래킷
(B) 사이로 쓰레딩하여 끼우고 플러그 연결부를 
뺍니다.

9. T25 보안 나사(G) 네 개와 록너트(2)를 빼서 정렬 
플레이트(1)와 상단(C) 및 하단 (B) 도킹 브래킷을 
서브어셈블리로 함께 제거합니다.

10. 버튼 헤드 나사(D) 두 개와 상단(C) 및 하단(B) 
도킹 브래킷을 정렬 플레이트(A)에서 제거합니다.

새 RIB 시스템 설치하기

1. 기존의 배터리 연결 플러그를 새 하단 배터리 
플러그 마운팅 커버(E)에 설치합니다.

 참고   다운튜브의 하부 및/또는 상부를 
지나는 케이블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터리 연결 플러그

마운팅 커버(E)

2. 버튼 헤드 나사(D)를 하나씩 사용하여 정렬 
플레이트(A)를 하단 금속 도킹 브래킷(B)과 상단 
금속 도킹 브래킷(C)에 가조립합니다.

새 RIB 시스템 제거하기
부품 목록

설명
참고: 문자가 새겨진 부품은 새 RIB 시스템용입니다. 숫자가 
새겨진 부품은 이전 RIB 시스템의 것으로 재사용합니다.

품목 #

A.   정렬 플레이트 
플레이트의 길이는 다운튜브의 배터리용 구멍의 길이와 
일치합니다.

부품번호 W5252100(500Wh)

부품번호 W5252805(625Wh)
B.  하단 금속 도킹 브래킷

키트 부품번호 5256255
C.  상단 금속 도킹 브래킷

D.  6mm 버튼 헤드 나사 두 개(나사고정제 사용)
키트 부품번호 5257257

2.  나일론-인서트 록너트(M5) 두 개

5.  버튼 헤드 캡 나사(M5x.8x16mm) 두 개

6.  카운터성크 볼트(M4x0.7x8mm) 두 개

G.  16mm T25 보안 나사 네 개(나사고정제 미사용)

H.  10mm 와셔 두 개

E.  하단 배터리-플러그 마운팅 커버

키트 부품번호 5256256F.  상단 플라스틱 락 커버

7.  범퍼 두 개

10.  락 어셈블리 부품번호 W591941

11.  플런저 부품번호 564539

배터리 연결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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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터리 연결 플러그를 새 하단 금속 도킹 브래킷
(B)을 통해 하단 브래킷 쪽에 쓰레딩하여 
끼웁니다.

 참고   기존의 플라스틱 브래킷(4)(제거해 놓은 
것)을 제거할 때 배터리 플러그를 시스템에 연결된 
상태로 두었다면 10단계로 갑니다.

9.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를 다시 사용하여 하단 
배터리 플러그 마운팅 커버(E)를 배터리 플러그(
설치 1단계)와 함께 설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사를 완전히 조이지 마십시오.

10. 새 와셔(H) 두 개와 버튼 헤드 나사(5)(제거해 놓은 
것)를 사용하여 락 어셈블리(10)를 상단 금속 도킹 
브래킷(C)에 설치합니다.

11. 조절이 가능하도록 와셔(H)가 락 코어에 살짝 
닿으면서 락 코어를 금속 도킹 브래킷(C)에 대고 
슬라이드할 수 있을 때까지 나사를 조입니다.

12. 볼트(6) 두 개와 범퍼(7) 두 개를 다시 사용하여 
상단 플라스틱 락 커버(F)를 설치합니다. 볼트를 
2Nm 토크로 조여줍니다.

13. 작은 플라스틱 탭이 프레임 컷아웃의 모서리에 
살짝 닿을 때까지 상단 플라스틱 락 커버(F)를 
헤드 튜브를 향해 밉니다. 지나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14. 락이 (최대한) 자전거 프레임 홀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락이 프레임 중앙에 위치함

락 어셈블리

자전거 프레임

15. 일단 락이 중앙에 위치하면 보안 나사(G) 두 개를 
자전거 프레임에 끼우고 끝까지 조이지 않고 
적당히 조입니다.

3. 나사 두 개(D)를 3Nm 토크로 조여줍니다.

 참고   나사가 긁혀 나가지 않도록, 육각 
드라이버가 닳아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하단 브래킷 상단 브래킷

 참고   그림과 같이 하단 금속 도킹 브래킷
(B)의 챔퍼가 정렬 플레이트의 벤드를 향하는지 
확인합니다.

 NOTE   이 금속 도킹 브래킷은 올바르게 
조립할 수 있도록 측면에 ‘DRIVE SIDE’라고 레이저로 
새겨져 있습니다.

완성된 서브어셈블리

하단 브래킷

상단 브래킷

4. 서브어셈블리를 다운튜브에 놓습니다.

 참고   정렬 플레이트의 아랫면에는 헤드 
튜브를 가리키는 끝을 나타내는 방향 화살표가 
있습니다.

5. 새 16mm T25 보안 나사(G) 네 개의 헤드에 
그리스를 바릅니다.

6. 이 T25 보안 나사(G) 네 개와 록너트(2)(제거해 
놓은 것)를 사용하여 서브어셈블리를 부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사를 완전히 조이지 마십시오.

 참고   다운튜브의 밑부분을 지나는 케이블을 
망가뜨리거나 압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케이블 
라우팅은 제거 및 설치 작업 전의 원래 라우팅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단 브래킷 상단 브래킷

7. 나사고정제 242나 유사 제품을 도크 마운트의 
나사 구멍들 속에 도포합니다. 나사고정제 
잔여물을 닦아내 최대한 나일론 마운팅 커버(E)에 
묻지 않도록 합니다.

반지름에 맞는 
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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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구동 장치 제거/설치
구동 장치는 해당 보쉬 제거 및 설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애프터마켓 사양 제한사항
•체인라인: 52

•최대 체인링: 46t

•최소 체인링: 34t

•최대 타이어 사이즈(풀 펜더나 미니 펜더 포함): 
2.4

•최대 타이어 사이즈(펜더 미포함): 2.6

16. 정렬 플레이트의 가운데가 위나 아래로 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를 
끝까지 조이지 않고 적당히 조입니다.

17. 하단 도킹을 드라이브사이드를 향해 최대한 
슬라이드한 후 T25 보안 나사(G) 두 개를 5Nm 
토크로 조여줍니다.

18. 상단 도킹을 드라이브사이드를 향해 최대한 
슬라이드한 후 T25 보안 나사(G) 두 개를 5Nm 
토크로 조여줍니다.

19. RIB 배터리를 설치한 후 배터리가 제대로 
설치되었고 제대로 꺼내지는지 살펴 봅니다.

 도킹을 최대한 드라이브사이드 쪽으로 조절했기 
때문에 배터리와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원하는 
정도보다 클지도 모릅니다.

20. 각 도킹의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를 헐겁게 하여 
도킹의 드라이브사이드/논-드라이브사이드에 
맞춰 프레임 간격이 2~3mm가 될 때까지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버튼 헤드 나사 두 
개와 하단 버튼 헤드 나사(5) 두 개를 5Nm 토크로 
조여줍니다.

21. 배터리의 상단과 하단의 간격이 대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T25 보안 나사
(G)를 사용해서 도킹 어셈블리를 모터를 향해 
더 아래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만족스러운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하단 쪽보다는 상단 쪽으로 위치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22. 조절을 마치면 배터리를 제거하여 정렬 
플레이트를 점검합니다.

IMPORTANT: 정렬 플레이트가 곧게 뻗어 있고 위나 
아내로 휘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패스너를 조인 후에는 플레이트는 
똑바르고 납작해야 합니다.

23. 배터리를 다시 설치합니다.

24. 시스템 전원을 켠 상태에서 배터리를 헤드 
튜브 쪽으로 슬라이드하여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합니다.

25. 제조업체의 프로세스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26. 배터리 탈착을 표준 작업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