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공고 013 (기술 공고 011 교체): 
중요 안전 공지: Pitstopwheel 순간 분리 캠의 자유 유격확인   

 

 

관련 제품: Gocycle G1과 G2 (모든 프레임 번호) 

 

 

설명 

본 사항은 Pitstopwheel 순간 분리 캠 레버들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조절과 관련된 중요한 안전 공지 

입니다. 라이딩에 앞서, 여러분은 각각의 캠 레버를 개폐하여 모든 순간 분리 캠의 자유 유격이 제대로 

조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림 1 및 사용자 매뉴얼과 일치하도록 조절되지 않은 

Pitstopwheel 순간 분리 기능 상태의 Gocycle을 라이딩 할 경우  휠이 Gocycle 로부터 분리되거나 

라이더가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이딩 전에, 순간 분리 캠의 자유 

유격을 확인하십시오  

캠 레버가 그림 1과 같이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캠 

레버의 개폐 상태를 항상 확인해 

주십시오.  
 

 

 

 

 

 

 
라이딩 전 확인 사항 동영상 시청 

 

 

그림 1 

 

 

 
조절 절차 

만약 캠 레버가 그림 1과 같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림 2와 같이 캠 레버를 조절해 주십시오.  

Gocycle에 장착된 Pistopwheel®로 모든 캠 레버들을 닫아 주십시오. 붉은색 고무 고리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조절해야 하는 캠 레버를 완전히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Gocycle과 함께 제공된 4mm 앨런 

볼트용 렌치를 사용하여, 캠 조절장치 스터드를 캠 레버의 자유 유격, 결합 지점, 결합이 그림 1과 

같이 되도록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주십시오. 

 

http://gocycle.com/product/#videos


 
그림 2 

 

 
이제 Gocycle의 라이딩이 가능합니까? 

그림 1과 같이 모든 휠에서 순간 분리 캠의 자유 유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기 전에는 

절대 Gocycle을 라이딩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모르겠다면 절대로 Gocycle 을 라이딩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Gocycle 판매점 혹은 

techsupport@gocycle.com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된 사용자 매뉴얼(2015년 8월자, www.gocycle.com/support/#manuals 에서 다운 가능)과 

업데이트 된 라이딩 전 주의 사항 및 관리 지침서(2015년 8월자, www.gocycle.com/safety 에서 다운 

가능)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술 공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Gocycle 고객 센터 customerservice@gocycle.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관련 문의는 Gocycle 기술 지원 센터 techsupport@gocycle.com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이 Gocycle의 리셀러이거나, 본 기술 공고의 전달 대상으로 Gocycle이 확인했으며, 제 3자에게 
Gocycle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개인 고객이라면, 본 중요 공지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소유자의의 연락처를 techsupport@gocycle.com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Translation 

Fig. 1 그림 1 

Engagement point 결합 지점 

Engagement 결합 

Free play MAX 10mm 최대 10mm의 자유 유격 

Safety Check! 안전 점검 

Fig. 2 그림 2 

Remove red grommet 붉은색 고리 제거 

4mm Allen key 4mm 앨런 볼트용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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