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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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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는 제작사의 원어로 작성된 후 제품 사용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설명서는 제품에 통합된 
구성품입니다.

Technogym은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제품 및 관련 문서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를 준수했을 때만 Technogym s.p.a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제품의 설계 명세에 따라 제품을 사용합니다.
- 사용 설명서의 모든 사항을 주의하여 읽습니다.
- 설치 장소가 사용 설명서에서 정한 요건과 일치합니다.
- 전기 설비가 사용되는 국가의 법률 및 규범에 정한 바와 부합합니다.
-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 제품에 수건이나 기타 물건을 놓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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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관한 중요 지침

식단 조절이나 다이어트 또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의사 등 공인된 의료진과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기에 앞서 자세히 알아보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모두 읽으십시오. 사용 설명서는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전기장치 사용 시에는 다음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감전 방지를 위해서 제품 사용 후 전선을 콘센트에서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청소 및 보수 작업	
전에도 전선을 콘센트에서 분리하여 주십시오.

	 경고
화상,	화재,	감전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전선을 콘센트에 꽂아 놓은 상태에서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나, 제품을 
청소하기 전 혹은 전기 부품 설치 또는 제거 전에는 콘센트를 뽑아주십시오.
아이들이 혼자서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부모님 및 아이들의 보호자가 아이들을 감독할 책임을 
지고 이 제품의 의도된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 및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주의 깊은 감독이 필요하며, 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이들의 심신 발달 상태를 고려하십시오. 이 제품은 절대로 
장난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제품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장애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differently abled)들은 제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감독 하에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기입된 용도만을 위해서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유형에 부합하는 운동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자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조건을 준수하며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에 없는 
용도에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는 부적합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Technogym에서 권장하지 않는 액세서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선이나 콘센트 부위가 손상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품을 떨어뜨렸거나 물에 빠뜨렸을 때에도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우에는 Technogym 
서비스 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코드를 꽂은 채로 제품을 당기지 말고, 전선을 손잡이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선을 뜨거운 바닥에 놓지 마십시오.
제품 작동 중 움직이는 부위에 손을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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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된 부위에 물건을 넣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전원 연결을 해제하려면 모든 제어 장치를 오프 위치에 놓고, 플러그를 소켓에서 분리하십시오.
실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에어로졸 제품을 사용하거나 산소를 취급하는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적합하게 접지된 콘센트에만 제품을 연결하십시오.	접지 작업에 대한 지침을 읽어보십시오.

이 지침을 보관하고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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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안전

어떠한 운동이든 시작하기 전에 설명서의 모든 항목을 읽고 제품의 제어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십시오.
본 제품은 하고자 하는 운동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을 받고, Technogym이 지정한 사용조건을 준수하며 
사용하여야 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제품 사용 시 제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훈련 중 불편함(어지러움, 흉통 등)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운동 시작 전, 주변에 장애가 될 만한 물건이 없도록 제품을 올바르게 배치해 주십시오.
사용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 건강 상태에 맞게 프로그래밍 하십시오.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지 않게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강도의 운동을 하거나 지칠 때까지 운동하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고통을 느끼거나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즉시 훈련을 중지하고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과다한 훈련은 신체적 손상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 중에는 운동에 적합한 의복과 신발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하게 넓은 복장도 피하십시오. 긴 머리는 
올려서 묶어 주십시오. 옷이나 수건은 제품 작동시 움직이는 부위에서 멀리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 중 다른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애완 동물이 있을 때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 제품 조립을 완료해 주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항상 제품을 점검하십시오. 제품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제품을 조립 및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전 방지를 위해, 예를 들어 전원 케이블 및 I/0 스위치와 같은 모든 구성 부품에 액체 성분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항상 잘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마모가 발견되면 Technogym 서비스 센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설명서의 유지보수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프레임 또는 스크린 위에 아무 것도 두지 마십시오. 물병 및 소형 개인 장비에 관해서는 설명서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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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사용자의 안전 및 건강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되었지만, 불분명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지 및 하지의 협착 위험 가능성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Technogym은 허가되지 않은 수리 작업, 제품의 부적합한 사용, 사고, 부주의, 잘못된 조립 및 제품이 설치된 
건물 건축 시 사용된 물질, 제품이 설치된 장소의 특성에 의한 산화 및 녹슴 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그 어떤 
고장 및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Technogym이 문서상으로 허가한 변경작업 이외의 
그 어떠한 작업 및 제품 사용, 기능 및 유지와 관련하여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장 및 손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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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GYM RIDE 제품은 주거 환경에서 실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기기입니다. 이 장비는 ISO EN 
20957-1 규정에 따라 SA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값은 예시일 뿐이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제품의 라벨을 확인해보십시오.

제조사 및 제품에 관한 정보 설명

A - 제조사의 이름 및 주소

B - 생산지

C - 제품 설명

D - 전기적 특성

E - 일련번호 및 제조 날짜

F - 제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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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

A. 스크린
B. 핸들바
C. 안장
D. 페달
E. 크랭크
F. 다기능 버튼

G. 안장 조절 레버
H. 핸들바 조절 레버
K. 물병 홀더
L. 이동용 바퀴
M. 핸드폰 홀더 
N. 이동용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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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사용 지침

TECHNOGYM RIDE 제품은 오직 사이클 에르고미터로 사용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없는 용도에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는 부적합하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핸들바의 높이를 조절하려면 레버(H)를 사용하십시오. 
- 핸들바 옆에 서십시오.
- 레버를 완전히 올리십시오 (H).
- 원하는 높이로 핸들바를 옮기고, 레버(H)를 올린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레버(H)를 아래로 내리고, 처음 위치로 옮기십시오. 

핸들바의 높이를 조정한 후에, 스크린의 
기울기를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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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

P

안장을 가로로 조절하려면 레버(Q)를 사용하십시오.
- 레버(Q)를 돌리십시오.
- 안장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 안장을 고정시키려면 레버(Q)를 처음 위치로 

옮기십시오. 

안장의 높이를 올리려면 안장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안장을 내리려면 레버(R)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장의 위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경우 올바르지	
않은 전신 움직임이 따르게 됩니다.

크랭크 중앙의 점은 페달의 축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안장의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하십시오.
안장의 자동 트릭마다 12 mm를 가리킵니다. 안장의 
높이를 12 mm보다 덜 높이기 위해서는 안장의 나사
(P)를 조절하십시오. 
- 나사(P)를 푸십시오.
- 안장의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 나사(P)를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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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과 함께 두 개의 어댑터를 제공하였으니, 크랭크의 
길이를 조절할 때 사용하십시오.

어댑터에는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L - 왼쪽, 왼발용

R - 오른쪽, 오른발용.

- 크랭크에서 페달을 제거합니다.
- 현재 어댑터와 해당 태그를 제거하십시오. 이 

어댑터는 가운데에 구멍이 있습니다(크랭크 길이 
172.5 mm).



TECHNOGYM RIDE13

0-5mm

170-175

170

175
172.5

0-5mm

170-175

170

175
172.5

0-5mm

- 새로운 어댑터를 태그와 함께 조립하십시오. 
- 페달을 조임토크 47에서 54 Nm을 이용해서 

조이십시오.

어댑터의 방향을 원하는 만큼 크랭크의 길이에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170 mm 또는 175 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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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에 올라앉아 핸들바를 잡으십시오. 이 위치에서, 페달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다리가 거의 완전히 뻗어지는지를 
확인 하십시오. 
안장에 앉은 후 몸통을 앞으로 기울이되, 등은 곧게 유지하십시오. 양손은 핸들바 끝에 두십시오. 양 팔은 살짝 
구부리십시오. 횡방향으로 진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발이 축 위에 있도록 하면서, 제품의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페달 스트랩을 조절합니다.
- 발의 앞면이 페달 축을 지나가게 하면서, 발끝을 

해당 시트에 넣으십시오.
- 발이 제대로 삽입되어 적절한 위치에 오도록 

스트랩의 버클을 조이십시오. 

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발끈과 모든 의류의 
구성요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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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수직으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불안정해지고 
뒤집혀서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후방 보호대 위에 앉거나 발로 밟고 올라가거나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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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쓰인 위험 또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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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버튼

다기능 버튼을 핸들바에 적용합니다. 바깥에 두 개, 안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의 기능은 운동 타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경사가 있는 운동일 경우, 예를 들어 AVVIO 초록색 버튼을 사용할 경우, 이 버튼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깥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앞 크라운 톱니바퀴에 영향이 갑니다. 
- 바깥 버튼을 개별적으로 누르면 콕셋에 영향이 갑니다. 
- 안쪽 버튼을 개별적으로 누르면 경사도를 조절합니다.

고정된 속도의 운동의 경우에, 모든 버튼은 타겟 동력을 변경합니다. 
바깥 버튼은 더 많이 수치를 변경하고 내부 버튼은 적게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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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S

V

X

Y

Z

LIVE	인터페이스

V HDMI 포트 입력 (HDCP 2.2), 미러링 장치 전용
X USB 포트, 미러링 장치 전용
Y 이어셋 커넥터
Z NFC 센서 / RFID 리더

개인 장비를 스크린 뒤에 연결한 후에, APPS 사각형을 누르고 바깥 장비의 연결을 위한 사각형을 누르십시오.
호환 가능한 장치 목록을 확인하려면,  
http://www.technogym.com/livesources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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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RegisterNew here?

Use your Technogym account to login

LOGIN WITH

TECHNOGYM

TECHNOGYM
WELCOME TO

Julia Blaze

등록 및 개인 프로필
제품을 처음 켜면 기본 설정을 진행하십시오.
우선 등록부터 하십시오. 
가족 구성원 및 제품 사용자는 각각 자신의 프로필을 등록하고 생성하여, 훈련 결과를 개인 프로필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Technogym 계정이 있다면, 연결하기만 하십시오.
NFC 센서 또는 QR 코드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됩니다.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와 달리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개인 프로필 생성 후, 프로필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바로 원하는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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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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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C

A E D C

명령 키 모음
사용자의 현재 상황과 진행 중인 훈련 유형에 따라 콘텐츠와 명령 키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항상 표시되는 몇 가지 명령 키가 있습니다.
A. 홈(HOME) 표시를 누르면 프로필의 시작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B. 톱니바퀴 버튼을 터치하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 오디오(AUDIO) 표시를 누르면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D. 블루투스(BLUETOOTH) 표시를 누르면 개인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E. 화살표 기호를 터치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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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28.5

Device 01

Device 02

Device 03

Bluetooth로 로그인
Bluetooth	사용법
Bluetooth 기능으로 가능한 것: 
- Bluetooth 이어셋 연결
- Bluetooth/ANT + 심박측정 밴드 연결 

Bluetooth	이어셋 연결
1. 이어셋의 Bluetooth 연결 및 페어링 기능 활성화.

 Live에서 Bluetooth 연결 활성화. 

2. 연결하려는 장치 선택: 이어셋 기호를 터치하십시오.

3. 기기 리스트가 열리면, 사용하는 장치를 선택합니다.

Bluetooth	심박측정 밴드 연결
1. Live에서 Bluetooth 연결 활성화.

2. 연결하려는 장치 선택: 하트형 기호를 터치하십시오. 

3. 기기 리스트가 열리면, 사용하는 장치를 선택합니다. 

호환 가능한 장치 목록을 확인하려면, Technogym.com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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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특징

제품 무게 67 kg

사용자의 최대 체중 160 kg

사용자 높이 155 - 205 cm

전력 공급 12V   4.5A

전원 장치 input 100÷240 Vac 50/60 Hz   2.5A
output   12V   7.5A

소음 70 dB 이하

보호 등급 IP 20

작동 온도 +5°C~+35°C

제조사 Technogym s.p.a. - 이탈리아
via Calcinaro 2861 - 47521 Cesena FC

반드시 제공한 전원만 사용하십시오.

1444 mm

12
33

 m
m

14
20

 m
m
1545 mm 64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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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요건

서비스 품질은 인터넷의 연결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HD화질로 최상의 오디오-비디오를 즐기려면 각 제품에 대해 5 Mbps 이상의 인터넷 연결 속도를 권장합니다. 
이 요건은 HD화질을 최대 1080p까지 보장합니다.
연결 속도가 낮을 경우 제품이 사용 가능한 연결 속도에 자동으로 적응하여 서비스 품질 및 해상도를 줄입니다. 
- 3 Mbps: SD(표준 화질 비디오) 품질을 위한 연결 속도, 즉 중간화질 비디오(DVD 품질) 
- 1.5 Mbps: 저품질 비디오를 위한 광대역 연결 속도(권장하지 않음)

Wi-Fi	네트워크
제품을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접근 포인트 또는 와이어리스 모뎀) 다음과 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 표준 IEEE 802.11 a/b/g/n/ac 2.4 GHz 또는 5 GHz 대역.
- 보안 프로토콜 WEP, WPA/WPA2.
- DHCP: 활성화됨
- 2.4 GHz 대역을 사용할 경우 1, 6, 7, 8, 9, 10, 11, 12 채널 사용을 권장합니다. 2, 3, 4, 13, 14 채널은 블루투스 

장치에 전파 방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무선

BLE(블루투스 저전력 프로토콜): 2402 MHz ~ 2480 
MHz / 0.1mW

ANT+(앤트플러스 프로토콜): 2402 MHz ~ 2480 MHz 
/ 1mW

RFID(무선주파수인식): 13.56 MHz

WiFi: 2402 MHz ~ 2480 MHz / 10mW

WiFi: 5180 MHz ~ 5825 MHz / 1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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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장소

아래 나열된 요건과 일치하는 환경에서 제품을 설치하고 사용하십시오. 
- 적당한 온도 범위: +10°C ~ +25°C.
-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운동을 하기에 충분한 조도의 확보.
- 제품의 주변 전체에 최소 60cm의 여유로운 자유 공간 확보
- 평평하고 안정적이며 진동이 없고, 사용자 무게 포함 제품의 무게를 지지하기에 적합한 표면. 이중 바닥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환경은 현행 법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제품을 직사광선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제품을 외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외부에 두거나, 외부 날씨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물을 
뿌리지 마십시오.
수영장, 월풀 욕조, 사우나와 같은 습도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 환경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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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이동

	 경고
이동 시 제품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는 고정된 앞 바퀴가 있습니다. 
이동 시, 그림에서 가리키는 것과 같이 살짝 들어 올린 후 앞 뒤로 밀어 이동하십시오. 
제품의 무게를 고려하여, 들어올리는 작업은 여러 명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림에 표시된 대로 제품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스크린이나 안장을 잡고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이동 후에는 정확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수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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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S

제품의 센터링

올바른 작동을 위해, 제품을 지지하는 모든 베이스 위에 제품을 안정되게 올려놓으십시오.
- 잠금 너트를 푸십시오 (S).
- 프레임이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받침대를(T) 풀거나 조여서 조절합니다.
- 조절을 끝낸 후에 잠금 너트를 잠그십시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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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연결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전, 전기 시스템의 특성이 현행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의 식별 라벨에서 
전원의 특성을 확인하십시오.
커넥터를 덮는 캡을 제거하십시오.
우선 전원 장치를 제품의 커넥터와 연결한 뒤 벽의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캡을 다시 끼우십시오.

	 경고	
전원 장치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소켓은 반드시 플러그를 꽂거나 빼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FCC	적합성 인증서
이 장비는 FCC 규격의 15부에 적합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서 작동을 허가합니다.
1 -  장비가 해로운 방해를 하지 않는 경우. 

2 - 장비는 모든 수신한 전파 방해를 받아야 하며, 
장비의 해로운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전파 방해도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ISDE	적합성 인증서
이 장비는 라이선스가 없는 라디오 장비에 적용되는 
인더스트리 캐나다 RSS에 적합합니다. 두 가지 
조건에서 작동을 허가합니다.
1 -  장비가 해로운 방해를 하지 않는 경우. 

2 - 이 장비는 작동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전파 방해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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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켜기 및 끄기

제품을 켜려면 스크린 아래의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제품은 반드시 전원 회로망에 연결해야 합니다.
운동이 끝난 후, 대기 상태일 때만 제품의 전원을 끄십시오.
스크린이 꺼진 경우, LED(V)가 켜집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는, LED(V)가 꺼집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LED(V)는 깜빡입니다.
오랜 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스위치를 끄고 벽에 설치된 소켓에서 전원 플러그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스위치는 스크린을 켜고 끄는데 사용되지만, 제품을 주 전압에서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차단하려면 
전원 플러그를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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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정기적 유지보수

이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유지 보수에 관한 내용은 Technogym 기술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2주마다 손상 및/또는 마모를 발견하기 위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함이 있거나 마모된 부품은 즉시 교체하고, 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장 일반적인 위생 규정에 준수하여, 제품을 항상 깨끗하고 먼지가 붙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벽 부착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연결 해제해야 합니다.
제품 사용 후 매번 젖은 스펀지와 중성세제로 땀이나 수분을 제거하고 잘 건조하십시오. 
포스트 길이 전체를 청소하기 위해, 안장과 핸들바를 가장 높은 위치에 놓으십시오. 주의해서 그릴의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Z). 
화학약품이나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마성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크린 또는 스크린 후면에 직접 액체를 뿌리지 마십시오.

6개월마다 안장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안장에 붙어있는 두 개의 너트를 조임토크 25 Nm 로 조이십시오.
3개월마다 페달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고 마모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중심축의 크랭크 조임을 확인하십시오.
이상이 발견되면 Technogym 기술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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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

6개월마다 수직 조절 그룹(안장 및 핸들바)(G)의 정확한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톱니형 손잡이와 레버의 상대적 
작동을 확인하십시오. 톱니형 손잡이의 올바른 작동을 위해 Technogym 기술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마다 안장의 수평 조절 그룹(K)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장의 수평 슬라이딩 유동성을 
확인하십시오. PTFE 오일을 베이스로 하는 윤활유를 포스트에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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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의 이동 저항 조절

진동과 소음의 발생 외에 안장 또는 핸들바의 조절에 더욱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안장의 이동 
저항 조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장의 수직 슬라이딩 이동 저항을 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나사(A) 및 (B)를 육각 렌치로 조절하십시오.
- 전체 길이에 걸쳐 안장의 이동 저항을 확인하십시오.

나사(A) 및 (B)가 (오른쪽 방향으로) 조여지면, 슬라이딩도 조여집니다.
나사(A) 및 (B)가 (왼쪽 방향으로) 풀어지면, 슬라이딩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시도하기 전에,	한 번에 나사의	1/8을 돌려 슬라이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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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의 수평 슬라이딩 이동 저항을 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나사(C)를 푸십시오.
- 커버(D)를 들어올리십시오.
- 너트(E)를 조절하십시오.
- 전체 길이에 걸쳐 핸들바의 이동 저항을 확인하십시오.
- 커버(D)를 내리십시오.
- 나사(C)를 조이십시오.

너트를 조이면(오른쪽 방향), 슬라이딩도 조이게 됩니다.
만약 너트가 풀리면(왼쪽 방향), 슬라이딩이 느슨하게 됩니다.
다시 시도 하기 전에,	한 번에 너트의	1/8을 돌려 슬라이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ECHNOGYM RIDE33

B

A

C

D

핸들바의 이동 저항 조절

핸들바의 수직 슬라이딩 이동 저항을 조절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십시오.
-  레버(A)를 작동하여 핸들바를 아래로 내립니다. 레버를 올려진 상태로 둡니다.
- 나사(B)를 푸십시오.
-  위치를 기억하면서, 표시기(C)를 올립니다.
-  핀(D)을 시계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  반시계 방향의 다음 노치로 표시기(C) 위치를 되돌립니다.
- 나사(B)를 조입니다.
- 레버(A)를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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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Technogym 기술 지원 서비스에 연락할 때는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품 모델 (A)
- 구매 날짜
- 일련번호 (B)
-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

Technogym에 승인하지 않은 사람이 제품에 대해 작업을 하면 무상 수리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https://www.technogym.com/int/contacts/
전화번호: +39 0547 5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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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및 폐기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품을 건조하고 깨끗한 장소에 보관하고, 먼지 보호용 커버를 씌우십시오. -10°C에서 
+70°C의 온도, 20%에서 90%의 습도에서 보관하십시오.

제품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에 제품을 폐기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장시간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 
케이블을 분리한 상태에서 보관해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공공 영역 또는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적 영역에 제품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 가능한 물질로 제작되었으므로 폐기할 때도 도시환경 관련 
규범에 따라서 폐기하고, 도시위생 및 환경 전문 폐기업체를 통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전기기기 및 전자기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처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현행 법에 
의하여 이에 알맞은 처리, 혹은 재활용 절차를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자 및 전기기기의 부적합한 폐기 및 부적절한 사용은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의 시민들은 유럽연합 규범에 따라서 전자 및 전기기기를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합니다.
상업용 목적을 위해 제작된 제품의 경우, 각국의 Technogym 서비스 센터에 폐기 및 회수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소속된 회원국이 아닌 경우 각 국가의 관할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평균 수명: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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