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JI GHOST(자전거트레이너) 사용자 설명서

신지전자의 GHOST (Direct Resistance Transmission) : 실내용 자전거트레이너를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지의 GHOST 는 자전거의 뒷바퀴를 분리한 후 GHOST 에 거치해서 자전거를
고정한 후 고객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여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의
마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페달링을 통해 저항을 전달하는 방식(Direct
Resistance Transmission)으로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최적의 라이딩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사용 전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설명서숙지는 제품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할 수 있고,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지의 GHOST 는 28 인치 ~ 700C 에 가장 적합한 높이로 구현되었으며, 만약
휠사이즈가 작다면, 앞바퀴 Jack-Up Mount 를 구매하셔서 자전거의 휠에 맞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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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구성

Flywheel

Texture washer
핸들손잡이(탄성있음)

저항조절기

고정지지대 (Fixed Support)
조절가능 가스켓(Gasket)

Texture w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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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tes
고객의 안전을 위해 주의 깊게 읽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품을 분해 또는 개별적인 보수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2. Flywheel 이 회전할 때, 손으로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습니다.
3. 기계의 제동장치에 관해서는, 회전중인 경우, 자연스럽게 멈추도록 해주시고,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아 주세요.
4. 기계의 손상을 막기 위해 연결부에 충격을 주거나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 기계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설치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4 개의 지면과 접촉하는 가스켓이 흔들리지 않는지 매번 라이딩시 확인해 주십시오.
7. 적어도 기계주변 1m 근처는 여유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8. 사용하기 전에 자전거가 단단히 시스템의 허브 스핀들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8 참조)

관리 및 보관시주의 사항 :
1. 제품을 청소하고, 관련 부속품에 윤활유를 적용합니다. 부식성 물질(소금같은)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2. 제품표면에 광택, 구멍, 흠집을 만들지 마세요. 커다란 흠집이나 구멍 또는 표시가
제품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실내에서 사용해 주시고, 습하지 않은 건조상태로 제품을 보관해 주세요.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은 자기제어저항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기울기와 도로레벨에 따른 전력질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제 안 :
1.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2.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면, 즉시 멈추고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열손실모드는 에어쿨링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고온을
피하기 위해 환기가 잘되는 개방장소에서 또는 환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밀폐공간에서의 사용은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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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방법
3.1 구성품：

육각렌치

A.

GHOST 상부

B.

GHOST 하부

C.

육각나사 M10 x P1.5 x 30

G.

미끄럼 방지 와셔

D.

스프링 와셔 M10

H.

손잡이

E.

링 와셔 Ø10 x Ø20 x 21T

I.

미니스패너

F.

6mm x 40mm x 120mm

3.2 속도제어기 소개

LOW

속도제어기의 기어가
- HIGH : 저항이 크고, 경사로 시뮬레이션
- LOW : 저항이 작고, 일반도로 시뮬레이션
조정은 실제필요에 수행하면 됩니다.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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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립과정
STEP 1. 신지 GHOST 의 상/하부 연결
STEP 2. 해당위치를 보여주는 아래그림과 같이 육각나사 (C), 스프링 와셔 (D), 링 와셔
(E)를 각각 위치한 후 돌려서 조여줍니다.
STEP 3. 적당한 양의 미끄럼방지 와셔(G)를 넣어 손잡이를 조립합니다.
(p.6 의 STEP 3 참조)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시스템이 수평이 될 때까지, 가스켓으로 조절해 주십시오. 4 개의
가스켓으로 바닥과의 접촉을 계속 확인하면서 수평을 맞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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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HOST 에 자전거 설치하기
STEP 1. 자전거체인을 가장 작은 디스크로 변경해 주십시오.
STEP 2. 자전거의 뒷 브레이크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후륜축의 퀵-릴리즈를 풀고
뒷바퀴를 분리해 냅니다. (다음그림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의!! 만약 당신이 뒷바퀴를 분리하는 단계가 익숙하지 않다면, 자전거설명서나
자전거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TEP 3.핸들 손잡이를 풀고 아래 그림과 같은 위치에 미끄럼방지와셔(G)를 삽입합니다.

Mountain bicycle

Road bicycle
미끄럼방지와셔 x 4

미끄럼방지와셔 x 6

주의!! 톱니모양 면이 체인스테이쪽에 향하도록 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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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GHOST 를 자전거의 뒤에 놓습니다. 핸들손잡이를 통해 체인을 Flywheel 의
가장 작은 디스크에 맞추고, GHOST 의 축에 자전거의 하부 후방포크를
기대어줍니다.

클로 (claw)

체인

STEP 5. 자전거 안장을 조금 눌러 바퀴를 앞으로 굴려줍니다. 자전거의 전방 굴림으로,
클로 베이스가 자전거 축에 고정되면 자전거의 전방 굴림으로 자전거는
약 1 인치정도 감소합니다. 다음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The bicycle
rolls forwards

Forward
rolling

STEP 6. 프레임이 GHOST 에 완벽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장을 아래로
누르고, 앞바퀴를 지상에서 들어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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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GHOST 에 프레임을 고정시킨후 바퀴축을 손잡이로 조여주고, 라이딩동안
손잡이가 터치되지 않도록 후방으로 돌려서 방향을 조절합니다.

안전표시내용:
「본 제품은 좌우고정핸들과 프레임이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자전거
본체가 제품에 완벽히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전거 라이딩 중 제품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전
반드시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손잡이의 탄성부분은 단지 핸들바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빠른 분해기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탄성직선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구부리거나 당기지 마십시오.
STEP 8. 자전거가 GHOST 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 주세요. 만일
자전거가 기울어진 것 같으면, STEP 5~7 을 반복해 보시고, claw(갈고리모양의
걸이)가 자전거 축에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기울어져 있다면, 자전거가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가스켓으로
조정해서 수평을 맞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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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가스켓의 높이를 조정한 후 4 개의 가스켓의 상단너트를 베이스에 가깝게
조여서 조정가스켓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STEP 10. 핸들바 (또는 스템)의 적당한 위치에 속도조절기를 설치합니다.
a. 스템

b. 핸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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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문제해결 ]
라이딩 동안 진동이상 시:
1. 자전거가 사용설명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베이스의 퀼-릴리스 핸들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 만일 Flywheel 이 해체되고 다시 설치한 경우 완전하게 조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이딩 중 변속시 주행 중지 :
Note: 본 제품은 여러종류의 자전거와 호환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
변속기는 Flywheel 과 완전히 호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운동효율이 부적합한
기어와 주행중지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자전거가 사용설명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변속기가 플라이휠과 호환되는지 여부를 검사.
3. GHOST 자전거 트레이너는 10 speed SHIMANO/SRAM flywheel 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9 speed 시마노 / SRAM 변속기 또는 CAMPY 변속기인
경우 GHOST 가 호환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11 페이지의 플라이휠 교체단계를
참조하십시오. 변속기와 Flywheel 이 동일한 레벨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10 speed 와 10 flywheel 처럼). 5-8 speed 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11 speed set 는 적절하지만 플라이휠이 적절히 사용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4. 변속기가 안정적인 기어 변경 스트로크를 만들도록 변속기에 대한 작은 조정을
수행합니다.
5. 체인의 확장 상태를 검사합니다. 체인 게이지 측정을 통해 공간이 너무 크면, 그것은
체인이 마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새로운 체인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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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항조정기의 방향전환
5.1 방향은 실제 필요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90 ° 회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1. 저항조절기의 나사를 풀고, 고정부분의 작은나사를 뺍니다.

STEP 2. 이 홈에 정렬을 위해 고정 조각을 돌립니다; 즉, 작은 나사를 넣고 잠급니다.
그런 다음, 조립된 저항조절기를 적당한 위치에 놓고 조절나사를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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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lywheel,thorn wheel base 교체 (SHIMANO/ SRAM/ Campagnolo)

【STEP 1.】
flywheel 의 핸들바를 해제한후,
핸들바를 꺼냅니다.

【STEP 2.】
툴을 사용해서 flywheel 커버와
나사너트를 분리합니다.

【STEP 3.】
flywheel 과 thorn wheel base 를
넣고 좋은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STEP 4.】 thorn wheel base > flywheel > flywheel 커버 > screw nut > 핸들바를
차례로 조립합니다. 홈이 딱 맞고 flywheel 이 타이트하게 조여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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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사양

사이즈

612x465x493 L*W*H(mm)

무게

17.6kg

타입

후륜고정타입(Rear wheel fixed type )

magnetic control flywheel 의 무게

5.9kg / flywheel diameter: 250mm
프레임 후방포크 폭 : 130mm and 135mm

적용 가능한 프레임 사이즈

휠 사이즈: 20~28 inch and 700c series
(road bicycle, mountain bicycle)
앞바퀴 잭-업 마운트시 : 20~26 inch.
Clamping type flywheel

Flywheel

(SHIMANO –road bicycle 10-gear 11T-25T
or SRAM –road bicycle 10-gear 11T-26T )

Resistance
최대 적재 (자전거 제외)
열손실모드
호환가능한 flywheel

Magnetic control resistance
5 단계 유선저항조절기
100kg (220 pounds)
Air cooling
SHIMANO; S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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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
품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품질보증대상 : 제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제품
품질보증제외 대상 :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품의 마모
부적절한 장착으로 인한 파손
외부충격에 의한 제품의 변경 및 파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제품의 개조, 변형한 경우
자가수리 및 상업적인 용도로의 제품용도변경으로 인한 파손

이 보증기간 동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수리 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AS보내시기전 본사 담당직원과 증상과 관련된 상담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2-6405-7372 (AS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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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inji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