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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취급 설명서

듀얼 컨트롤 레버
하이드롤릭 디스크 브레이크용
다른 언어로 된 사용자 취급 설명서는 다음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himano.com

• 브레이크 레버를 쥐었을 때 아무런 저항이 느껴지지 않으면 즉시 브레이크 사용을
중단하고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십시오.
• 오일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브레이크 사용을 중단하고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십시오.
• 자전거 브레이크 시스템의 작동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브레이크 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전거의 컨트롤을 잃거나 넘어질 수 있어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자전거마다 다르게 취급되므로, 적절한 브레이크
테크닉 (브레이크 레버에 가하는 힘과 자전거 조작 특성 포함)과 자전거 조작을
반드시 배우도록 하십시오. 이는 전문 자전거 딜러와 상담, 자전거 사용자 매뉴얼
참조, 주행 및 브레이크 기술을 연습함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 앞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잡았을 경우, 휠에 락이 걸리고 자전거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타기 전에는 반드시 앞뒤 브레이크가 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앞

앞

• 사용자 취급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설치와 조절에 관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매처나 자전거 딜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자전거
기술자를 위한 딜러 매뉴얼은 당사 웹사이트 (http://si.shimano.com) 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 전에 이 사용자 취급 설명서를
철저히 읽으시고 정확한 사용법을 따라 주십시오.

주요 안전 정보

뒤

뒤
레버
(브레이크 레버/
변속 레버)
레버 B

레버 B

레버 A

레버 A

• 우천시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스피드를 삼가하고 미리 부드러운 브레이크
조작을 해 주십시오.

중요 공지

레버 A
시작 위치

더 작은
스프로킷에서 더
큰 스프로킷으로
변속

2 클릭

레버 A
시작 위치

1 클릭

• 노면이 젖어 있으면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경우,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주행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미리 부드럽게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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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레버의 경우, 주행 전에 카본 분리나 균열과 같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이 손상된 경우 사용하지 말고 구매처 혹은 자전거 딜러에게 연락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레버가 부러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2

• 사용자 취급 설명서를 읽으신 후, 추후 참조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주의
 미네랄 오일에 대한 주의사항
• 눈에 들어갈 경우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에 들어간 경우,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 주십시오.

교체와 관련된 정보는 구매처나 자전거 딜러에게 연락하십시오.

• 피부에 닿을 경우 염증이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았을 경우,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십시오.

경고
• 본 하이드롤릭 디스크 시스템은 림 브레이크 타입과 다른 브레이크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브레이크 특성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브레이크
특성에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탔을 경우, 브레이크로 인해 탑승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심각한 부상 또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203mm와 180mm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성능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컨트롤 할 수 없게 됩니다.
• 160mm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140mm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보다 높은 브레이크
성능을 제공합니다. 브레이크 특성을 충분히 익힌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 회전 중인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서 손가락이 가까이 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날카로워서 회전 중인 로터 입구에 손가락이 끼면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 미네랄 오일의 증기를 흡인하면 몸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기에
주의하고 방독 마스크 등을 착용해주십시오. 미네랄 오일의 증기를 흡인한 경우,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모포로 덮으십시오.
보온하고 안정을 취한 다음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적응 기간이 존재하며, 적응 기간이 진행됨에 따라 브레이크
힘이 점차 증가합니다. 적응 기간 중 브레이크 사용 시 이처럼 브레이크 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패드나 로터 교체 시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 캘리퍼와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브레이크 조작에 의해 뜨거워지므로 승차 중 또는
하차 후에 바로 만지지 마십시오.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오일이나 그리스가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와 브레이크 패드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브레이크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온도가 높은 곳에 카본 레버를 두지 마십시오. 또한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2mm

0.5mm

레버 B
시작 위치

레버 B
시작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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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퍼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브레이크
로터

디스크브레이크 로터
브레이크 호스

참고:

• 브레이크 패드에 기름이나 그리스가 묻을 경우,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더큰
스프로킷에서
더 작은
스프로킷으로
변속

 적응 기간

• 카본 레버의 경우,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닦으십시오. 반드시 중성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질이 손상될 수 있으며,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 조작 중 소음이 발생할 경우, 패드가 사용 한도까지
마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온도가 충분히
식은 것을 확인한 다음, 각 패드의 두께가 0.5mm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십시오.

레버의 조작

부품명

트리밍 (소음 방지 장치) 조작

조작
브레이크 조작

앞 변속기가 체인에 닿아 소음이 발생할 경우, 소음을 없애기 위하여 다음 작동을
하십시오.

체인 위치

• 레버 조작 시 반드시 크랭크를 계속 돌리십시오.
• 자전거 휠을 제거한 경우, 패드 스페이서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휠이
분리되었을 때 브레이크 레버를 잡지 마십시오. 패드 스페이서를 설치하지 않고
브레이크 레버를 잡을 경우, 피스톤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이 돌출됩니다.
이럴 경우, 딜러와 상담하십시오.

트리밍 조작
레버 조작

체인 위치

트리밍 조작
레버 조작

최대 체인링

최대 체인링

레버 A

레버 B

• 브레이크 시스템의 세정과 유지 보수에는 비눗물을 사용하고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시중에 판매되는 브레이크 세척제나 소음 제거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 등의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앞 변속기, 뒷 변속기, 브레이크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 균열 혹은 변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브레이크 사용을
중단하고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십시오.
•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의 두께가 1.5mm 이하로 마모된 경우, 즉시 브레이크 사용을
중단하고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십시오.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는 파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Ice-Technologies 로터의 경우, 알루미늄
표면이 드러난다면,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즉시 멈추십시오.
• 브레이크를 연속하여 계속 잡을 경우 베이퍼 로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완화시키려면, 잠시 레버를 놓으십시오.
베이퍼 록 현상이란 브레이크 시스템 내 오일 가열에 의해 브레이크 시스템 내의
수분 또는 기포가 팽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브레이크 레버 스트로크의
갑작스런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디스크 브레이크는 자전거가 뒤집어 졌을 때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자전거가 뒤집어지거나 옆으로 쓰러지는 경우,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심각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행 전 반드시 브레이크 레버를 몇 번
쥐어서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브레이크 사용을 중단하고 딜러나 대리점과 상담하십시오.

•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노후에 따른 마모와 성능 저하에 대하여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주행 전 정기 점검 사항
자전거를 타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사항들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매처나 자전거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 브레이크 오일이 샙니까?
• 앞 브레이크와 뒷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됩니까?
• 기어 변속이 부드럽게 잘 되었습니까?
• 각 패드의 두께가 0.5mm 이상입니까?
• 디스크 브레이크 로터에 균열 혹은 변형이 발생하였습니까?

더 작은
스프로킷

기어 변속 조작

더큰
스프로킷

최소 체인링

최소 체인링

레버 조작 시 반드시 크랭크를 계속 돌리십시오.

조작 시 주의 사항
양쪽 레버 A 와 레버 B 는 변속 후 놓았을 때 항상 시작 위치로 돌아옵니다.
A 와 B 레버를 동시에 밀지 마십시오. 이 레버들을 동시에 누르면, 기어가
변속되지 않습니다.
* 일부 모델들은 2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클릭

클릭

(횟수)
더 작은
스프로킷

(횟수)
더큰
스프로킷

• 핸들바에 레버가 단단하게 설치되었습니까?
• 작동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양은 개선을 위하여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