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셋 ( 디스크 브레이크용 )

중요 공지

 •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설치와 조절, 교체에 관한 정보는 구매처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문의하십시오. 숙련된 자전거 전문 기술자를 위한 딜러 매뉴얼은 

당사 홈 페이지(https://si.shimano.com)에서 제공됩니다.

안전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이 “사용 설명서”를 읽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또한,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게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신체적 부상 또는 장비 및 주변 환경의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위험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경고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적 부상 또는 장비 

및 주변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안전 정보

  경고

 •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경우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떨어져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라이딩 전에 휠이 단단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액슬 릴리스 레버를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면 휠이 빠지는 등 자전거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타이어와 림에 표시된 적절한 공기 압력을 사용하십시오. 타이어 및 림에 표시된 최대 

압력이 다른 경우 하한 값으로 최대 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자전거를 타기 전에 림 표면에 구부러지거나 느슨한 스포크가 있는지, 움푹 

들어가거나 흠집 또는 균열이 있는지 휠을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휠이 파손되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탄소 분리나 균열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로드 휠셋을 포장되지 않은 표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로드 휠셋은 포장된 

표면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휠을 비포장도로에서 사용될 경우, 휠이 휘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림 브레이크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휠은 디스크 브레이크 전용 

설계입니다. 이 휠을 림브레이크와 함께 사용하면 림이 손상되어 사고가 발생하고 

심각한 부상이나 심지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액슬 릴리스 레버가 완전히 체결된 상태에서도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액슬 릴리스 레버가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와 같은 쪽에 있는 

경우,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를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액슬 릴리스 레버가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를 방해할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구매처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문의하십시오.

액슬 릴리스 레버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

 • E-THRU 액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THRU 액슬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F12(앞 12mm 액슬), R12(뒤 12mm 액슬) 휠(스루 액슬)

 • 이 휠은 특수 프론트 포크/프레임 및 스루 액슬과 조합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앞 포크/프레임이나 스루 액슬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라이딩 중 휠이 

자전거에서 분리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튜블러 휠

 • 라이딩 전에 타이어가 림에 단단하게 접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행 중 타이어가 

빠질 경우, 넘어져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림이 높으면 바람의 영향을 더 쉽게 받아 주행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길들이기 기간

 • 디스크 브레이크는 길들이기 기간이 필요하며, 길들이기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제동력이 점차 증가합니다. 길들이기 기간 중 브레이크 사용 시 이처럼 제동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나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 제공된 니플 렌치 툴 사용 시 구매처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 특수 니플 렌치는 옵션 액세서리로 판매됩니다.

 • 허브의 내부 부품을 윤활하지 마십시오. 오일을 추가할 경우 그리스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 최초 1,000km 라이딩 이후 스포크에 편차가 있는 경우 구매처에 문의하여 스포크 

장력을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휠을 닦을 때 세제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할 경우 림의 

스티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디스크 브레이크용 매뉴얼도 읽어 보십시오.

 • 정상적인 사용과 노화에 따른 제품의 자연적인 마모와 성능 저하는 보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자전거 라이딩 전 정기 검사

자전거 라이딩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구매처 또는 

디스트리뷰터에 문의하십시오.

 • 튜블러 휠의 타이어가 올바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 스포크가 파손되거나 느슨해졌습니까?

 • 림 표면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거나, 균열이 발생했습니까?

 • 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 브레이크에 누유 조짐이 있습니까?

 • 패드가 0.5mm 이상의 두께인가요?

 •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 균열 혹은 뒤틀림이 발생하였습니까?

 • 휠을 회전시키기가 어렵습니까?

 • 휠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합니까?

부품명

브레이크 케이블 / 
브레이크 호스

브레이크 케이블 / 
브레이크 호스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

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캘리퍼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

밸브 홀스포크

림 표면프리허브프론트 허브

액슬 릴리스 레버

E-THRU / 스루 액슬

UM-0AS0A-003 사용 설명서

참고：제품의 사양은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