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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중요 공지
 본 대리점 설명서는 기본적으로 전문 자전거 기술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전거 조립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대리점 설명서를 사용하여 스스로 부품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뉴얼의 내용 중 확실하지 않은 점이 있을 경우, 설치를 진행하지 마십시오. 대신, 구매처나 지역 자전거 대리점에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제품에 포함된 모든 지침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본 대리점 설명서에서 명시하는 것 이외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모든 대리점 설명서 및 지침 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 (http://si.shimano.com)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딜러로써 영업하고 있는 해당 국가, 주 또는 지역의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 전에 대리점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이를 따라
주십시오.
신체적 부상 또는 기기 및 주변에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지침은 반드시 항상 따라야 합니다.
지침은 제품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상 정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위험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합니다.

경고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본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체적 부상 또는 기기 및 주변에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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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의 사항

안전 유의 사항
경고
 부품을 설치할 때, 지침 매뉴얼에 명시된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시마노 순정 부품만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볼트나 너트와 같은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될 경우, 자전거가 갑자기
전복될 수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조절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전거가 갑자기 전복되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품 교체와 같은 보수 작업 시, 보호 안경이나 고글과 같은 눈 보호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딜러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은 후, 추후 참조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참고
반드시 사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십시오:
 변속 레버 작동 시 반드시 크랭크를 계속 돌리십시오.
 기어 변속 작업이 부드럽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변속기를 세척하고 움직이는 모든 부품에 윤활유를 바르십시오.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노후에 따른 마모와 성능 저하에 대하여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설치 및 유지 관리용:
 사용 전 내부 케이블과 외부 케이싱 내부에 그리스를 도포하여 적당히 미끄러지도록 하십시오.
 매끄러운 작동을 위해 외부 케이싱 [OT-SP41]과 케이블 가이드(SM-SP17/SP18)을 사용하십시오.
 기어 변속 케이블에는 특수 그리스를 사용합니다. 프리미엄 그리스 혹은 다른 타입의 그리스를 사용할 경우, 기어 변속
성능이 감소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핸들바를 양쪽으로 최대한 회전시켰을 때에도 어느 정도 여유 길이가 남는 외부 케이싱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핸들 바가
완전히 회전했을 때 변속 레버가 자전거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어 변속 조절을 할 수 없을 경우, 드롭아웃의 정렬을 확인하십시오. 또한 케이블에 윤활유가 도포되었는지, 외부 케이싱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본 설명서는 제품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설명서에 포함된 그림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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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툴 목록

사용되는 툴 목록

사용되는 툴 목록
설치, 조절, 유지관리 목적을 위해 다음 툴이 필요합니다.
툴

2mm 앨런 볼트용 렌치

툴

4mm 앨런 볼트용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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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

드라이버[#1]

설치

설치

설치

3.

변속 레버 브래킷의 돌출부를 브레이크 레버 브래킷의
구멍으로 삽입하십시오.

4.

브레이크 레버의 클램프 밴드를 앨런 볼트용 렌치로
고정하십시오.

핸들바에 설치

1.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브레이크 레버의
클램프 밴드를 여십시오.

(A) 클램프 밴드
(B) 2mm 앨런 볼트용 렌치

2.

클램프 밴드 내부에 부착된 어댑터를 제거하십시오.
남아있는 모든 접착제를 제거하십시오.

조임 토크
4mm 앨런 볼트용 렌치

(A) 어댑터

6 - 8 N·m
{60 - 80 kg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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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변속 레버 유닛 교체 및 조립
분해 및 조립 작업은 변속 레버 유닛을 교체 시에 한하여
수행하십시오.

내부 케이블의 교체

1.

그림에 나와 있는 레버를 조작하여 가장 작은
체인링/가장 작은 스프라켓의 체인을 설정한 다음 내부
케이블을 설치하십시오.
내부 케이블 설치 시 전선 말단 후킹 캡을 제거하십시오.

1.

앞 변속기 또는 뒷 변속기의 케이블 고정 볼트(너트)를
푼 후, 내부 케이블을 설치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속
레버 유닛에서 빼내십시오.

2.

조절 볼트를 제거하십시오.

3.

유닛 고정 볼트를 제거하십시오.

* 그림에는 후면 레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A) 전선 말단 후킹 캡
(B) 내부 케이블
(C) 레버
사양

레버 작동 카운트

2단

1회 이상

11단

10회 이상

(A) 유닛 고정 볼트

조임 토크
4mm 앨런 볼트용 렌치

2.5 N·m
{25 kg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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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4.

변속 레버 유닛 장착 나사 4개를 제거한 후, 변속 레버
유닛을 그림과 같이 제거하십시오.
* 설치 시, 절차를 반대로 실시하십시오.

(A) 변속 레버 유닛 장착 나사 (대)
(B) 변속 레버 유닛 장착 나사 (소)

변속 레버 유닛 장착 나사(대형) 조임
토크
드라이버[#1]

0.15 N·m
{1.5 kgf·cm}

변속 레버 유닛 장착 나사(소형) 조임
토크
드라이버[#1]

0.08 N·m
{0.8 kg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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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은 개선을 위하여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