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NES E -BICYCLE THE INSTRUCTIONS MANUAL

헤네스 휠즈 전기자전거

통합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일부 기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버전에 따라 일부 기능 및 디자인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다운로드” 코너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henes.co.kr 고객센터 : 1644-2362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전 점검 사항 등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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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바퀴 장착 방법

CITY

2. 제품 조립 및 세팅 방법

1. 안전 주의 사항(사용전 필독)
1) 제품 사용 전 기본 숙지사항
•본 제품 사용 설명서의 지시 사항들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제품 기능 사용 및 안전주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및 제품 사용에 있어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꼭 읽으시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본 제품 사용 설명서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 사용 설명서의 안전을 위한 경고와 주의 사항은 제품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사항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본 제품 사용 시 안전을 위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제품 사용시 주의 사항
•전기자전거 기어는 사용시 앞쪽1단(가장 작은 기어), 뒤쪽 3단~4단(중간 기어)로 운행 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모터에 무리가 가지 않고 가장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주행)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충전 후 잘 보관하여 주시고, 한 달에
2번 이상은 반드시 충전하여 주십시오.
- 배터리 충전 시에는 반드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주십시오.
•배터리 결착 시 완전 결착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 완전 결착이 안될 시 접촉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부하(오르막 등)가 생기거나 기온이 낮아지면 주행거리가 감소합니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도 모터의 동력이 차단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대리점에 방문하여 정비가
필요합니다. (본사 CS 문의 및 대리점 문의)
•브레이크 와이어,변속기 와이어,체인,브레이크 캘리퍼,디스크, 등 구동 및 제동에 사용 되는 모든
부품들은 제품 초기점검(2개월)때 모두 점검하여 교환여부 판단 후 교환 하셔야 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제동면)에는 기름이나 오물이 묻을 시 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운행 전
확인 후 운행해 주십시오.
•안전상의 이유로 야간 운행은 삼가 하여 주십시오.

※P.A.S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이도 운전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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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주의 사항(사용전 필독)
2)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제품 사용에 있어 충분히 제품에 대한 이해와 운행 방법을 연습하여 안전 및 기능을 습득하신
공 통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운행 시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셔야 합니다.
•제품 사용 시 꼭 헬멧과 보호장구를 착용 하시고 안장 높이, 핸들 각도 등 운행자 신체조건에 맞
•제품 사용 전 핸들,시트 조절, 브레이크 부분, 구동 부분 이상유무 확인 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체크하고 운행하십시오.

CITY

게 자전거 셋팅을 하고 운행에 적합한 의상을 입고 운행하십시오.

•출발 시, 차량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파워어시스트 1단으로 꼭 확인 후 페달을 천천히 밟으
면서 출발해주십시오(급 출발 사고 예방)
SPORTS

•우천 시, 제품이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우천 시, 운행을 멈추고 가까운 비를 피할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운행을 삼가 해 주십시오.(안전)
•자전거(제품) 보관 시 모터, 베터리 와 같은 전자장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실내에
서 보관해 주십시오.
•전조등과 후미등은 운행 전 전원을 켜고 스위치와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면서 작동 유무를 확인
하고 운행해 주십시오.
•운행 전 전조등,후미등,반사경의 파손 여부를 확인 후 파손이 되었다면 즉시 교환해주십시오.
•모터 및 메인컨트롤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튜닝을 하시면 품질보증기간 적용이 불가하며, 경우
에 따라 A/S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절대 임의 변경
을 하지 마십시오.
•모터의 상태를 확인 하고 싶은 경우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점검 및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 전 바퀴를 살짝 들고 전기모터가 잘 고정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
다.(이상 시 허브 고정너트 조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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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제품 최대 적재 중량 120KG 이하를 지켜 주십시오.

1. 안전 주의 사항(사용전 필독)
3) 배터리 관리 주의사항
•배터리 보증기간은 6개월 입니다.(누적 주행거리 300km 이내)
•헤네스 전기자전거는 5분 수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5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절전” 모드
로 배터리를 조절합니다. “절전”모드 해제는 간단히 제품을 껏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한달에 2회 이상 충전하여 관리해 주십시오.(배터리 관리 및 사
용에 따라 수명에 차이가 많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수명은 평균 2년 입니다.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어 제품 사용시 성능이 저하되
면 교체해야 합니다.(배터리 관리 및 사용에 따라 수명에 차이가 많습니다.)
•임의로 배터리를 분해하면 매우 위험합니다.(AS 불가)
•배터리는 항상 고온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은 피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및 충전 하십시오.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배터리나 충전기 위에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배터리 장착 시 반드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장착해주십시오.

4) 충전기 사용시 주의사항
•충전기의 고장, 이상 증상은 감전과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십시오.
•충전 시에는 본체 전원을 끄고 충전 하시고, 충전 중 제품 작동을 금지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된 상태가 아니라도 제품을 사용하신 후 혹은 보관 시에는 충전을 해주시는
것이 배터리 관리에 좋습니다. (배터리 충전 권장 - 최소 2주에 1회)
•외부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을 제품의 충전구 캡을 열어 충전구에 연결한 뒤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하여 주시면 됩니다.
•항상 본체에 충전 잭을 먼저 연결한 후에 220V 전원 코드를 연결 하시길 바랍니다.
•충전기가 연결 상태에서 연결부에 충격을 가할 시 충전 단자가 파손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한 곳에서 충전을 하십시오.
•반드시 전원코드 제거 후에 충전 잭 머리 부분을 잡고 안전하게 제거해주십시오. 충전 후 선을
잡아당겨 뽑을 시 쇼트 및 화재의 위험이 있으며,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충전기 어댑터의 불빛이 빨간색이면 충전 중, 초록색이면 충전 완료 상태입니다.
•충전 중에는 제품에 전류가 흐르며, 충전기 내부의 열을 식히기 위해 내장 팬이 돌아가므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충전 완료일 때는 더 이상 제품에 전류가 공급되지 않으며, 내장 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충전기의 임의 분해, 개조, 다른 충전기와의 혼용 사용을 금지 합니다.
•충전기는 방수가 되지 않으며, 내부로 수분 유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바랍니다.
•어린이와 애완동물이 충전기와 접촉 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접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충전기는 높은 습도, 열기, 인화물질이 있는 곳, 밀폐된 장소, 자동차 내부와 같은 환기가 되지
않는 모든 장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울때에는 충전기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해 둡니다.
•정품 규격 충전기만 사용 합니다.
•충전구에 전도체를 삽입하면 안됩니다.
•충전기의 전원 플러그 분리 후 약 10초 동안은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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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주의 사항(사용전 필독)
5) 기타 관리 및 주의사항
•출발 전 PAS모드 1단인지 확인 후 페달을 천천히 밟아 출발하면 급출발 사고 예방과 함께 모터,
공 통

배터리를 같이 보호 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체크 리스트 ※
▶ 브레이크

CITY

•앞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마모상태 확인.
▶ 바퀴 및 타이어
SPORTS

•타이어 공기압 확인 및 휠 스포크 파손여부 손으로 간단히 확인
•휠을 고정하는 너트가 풀려있는지 확인 후 필요 시 조임
▶ 핸들
•핸들바,브레이크레버,변속기, 등 핸들 주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TANK

•부품들이 움직이는지 확인 후 필요 시 조임
▶ 기타
•체인 유격 및 탈거가 되있는지 확인.
•앞/뒤 변속기 상태 및 기어 변속 시 이상이 있는지 확인.
•변속기 와이어가 잘 고정 되어 있는지 확인.

!

1. 급출발 방지-탑승시 PAS 1단 모드에 맞추고 서서히 페달을 밟아 주행하십시오.
2. 물을 건널때는 물이 전기모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우천시 배터리가 비에 맞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4. 제품 초기 점검은 2개월 이내에 할 것, 매 1년 마다 정기 점검을 권장, 이상을 느낄때는
즉시 점검을 받을 것.

!

인터넷 구입 시 전문 대리점에서 조립 의뢰 하십시오. 소비자깨서 직접 조립하시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제(PL) 법상 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인터넷 구입 시 발생한 부품 하자는 원인에 따라 무상(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나,
부품 교환비용(수리비용)는 소비자 부담입니다.

H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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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조립 및 세팅방법
1) 앞바퀴 장착 방법

결착확인
① 앞바퀴 장착 시 브레이크패드 사이로 로터(디 ② 사진과 같이 브레이크패드,로터,포크 안에 바
스크)가 잘 들어가도록 조립하면서 양쪽 바퀴
퀴가 잘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조립합
고정부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며 조립합니다.
니다.

방향확인
QR레버

③ QR레버 조립 시 자전거 탑승자 기준으로 좌측 ④ QR레버 조립 시 반대편(로터반대)에 스프링
에서 우측으로 조립해줍니다.(로터방향에서 반
결착 시 스프링 좁은면이 허브방향으로 향하
대방향으로)
도록 조립합니다.

와셔

디스크

와셔

레버 방향 및
고정 방향
확인
스프링

스프링

⑤스프링 조립 후 와셔를 넣고 QR레버 고정너트 ⑥ QR레바 고정시 반대편 고정너트를 일정수준
를 이용하여 앞바퀴를 장착 시 포크에 앞바퀴
잠근 후 레버를 올려 잠그십시오. 이 때 손바
허브가 좌측/우측이 일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
닥에 감앞(약간에 통증)이 느껴지는 정도로 잠
해주십시오(바퀴가 정확하게 조립이 안되면 센
궈주셔야 합니다.(느슨할경우 바퀴가 탈거하여
터가 맞지 않습니다.) ※모델에 따라 와셔는 없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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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조립 및 세팅방법

❶

❸

❹

❷

① 4mm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스템 핸들바 고정볼트 4 ② 가조립한 핸들바를 고객의 편의에 맞게 각도를 맞춰
개를 풀고 브라켓을 뺀 후 핸들바를 가조립 합니다.
사진과 같이 순서대로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탑
승자 기준으로 핸들바와 브레이크레버 각도는 20도
이 때 고정볼트 4개를 순서대로 대각선으로 조여 주
~45도 로 설정합니다.(이 때 핸들바 센터는 계기판
시기 바랍니다.(좌측 위 사진과 같이 위 아래 동시에
기준으로 센터를 맞추고 핸들바,브레이크레버, 변속
같은 간격으로 조여주십시오.)
레버 등 확실하게 육각렌치로 한번 더 조여 주십시
오.(토크기준 4~5Nm)

스템

헤드셋 탑캡

③ 핸들바 고정 후 바퀴와 핸들을 고정시켜주어야 합니
다. 타이어와 스템이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헤드셋 탑
캡을 육각렌치(5mm)로 조여 스템과 헤드셋에 유격이
없도록 합니다.(앞뒤로 끄떡끄떡X) 스템 양쪽 조정 볼
트를 조입니다. 이때 한쪽 볼트만 한번에 조이지 말
고 양쪽 볼트를 번갈아 가며 조입니다.

3) 시트 높이 조정 방법

①시트클램프를 열어주십시오.

②시트를 운행자 몸에 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③조절을 완료 했으면 시트
클램프를 잠궈 주십시오.

※시트포스트에 표시된 한계선을 넘으면 포스트 부러짐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선을 확인하신 수 장착 및 조정 바랍니다.
HENES 9

CITY

❷

SPORTS

❹

❸

TANK

❶

공 통

2) 핸들바 장착 방법

2. 제품조립 및 세팅방법
4) 페달 장착 방법

우(R)

왼쪽 반시계 방향
좌(L)

일단 페달을 장착하기 전 좌(L),우(R) 방향을 구분하여 좌(L) 왼쪽 페달은 반시계방향으로 , 우(R) 오
른쪽 페달은 시계방향으로 조립해줍니다. 페달의 방향이 바뀌거나 조립 시 비스듬하게 조립이 되면
나사산이 마모되어 고장에 우려가 높습니다.

5) 브레이크 압력 조정 방법

와이어를 잡고 있는 볼트를 풀어주고 와이어를 당기면 브레이크의 압력이 높아지고 와이어를 느슨하
게 하면 브레이크의 압력이 줄어듭니다.(※너무 느슨해질 경우 브레이크 작동 불가로 주의)

10 E-bicycle

2. 제품조립 및 세팅방법

TANK

왼손은 앞 브레이크, 오른손은 뒷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레버입니다. 작동 시 앞/뒤 브레이크를 따
로 잡으며 브레이크 작동 시 바퀴가 잡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작동 불능 시 바로 정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SPORTS

CITY

공 통

6) 브레이크 조작 방법과 주의사항

UP

up

Down

PUSH

좌측 변속기는 중앙 변속기, 우측 변속기는 후방 변속기 이며 변속기 작동은 반드시 앞으로 나갈때
(움직이면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좌측 중앙 변속기는 엄지 손가락으로 위로 밀면 변속이 올라가고
검지로 내리면 변속이 내려갑니다. 우측 후방 변속기는 엄지 손가락으로 위로 밀면 변속이 올라가고
우측 변속기에 표시된 버튼을 엄지로 누르면 변속이 내려 갑니다. 좌/우측 변속이 제대로 이뤄 지지
않으면 즉시 정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속은 꼭 운행 하면서 변속해 주셔야 와이어 수명 및 변속레버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씨티 모델의 경우에는 중앙변속기가 없으며, 후방 변속기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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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사용설명(CITY)
1) 각 부의 명칭
폴딩부(Folding Part)

핸들바(Handle Bar)

안장(Seat)

시트 클램프(Seat Clamp)
전용 충전기

뒷브레이크(Rear Brake)

전용 열쇠 2개
허브 모터(Hub Motor)

차체(Frame)

뒷 변속기(Rear Derailleur)

페달(Pedal)

LCD디스플레이(Lcd Display)

변속레버(Shift Lever) / 브레이크(Brake)
(왼손 : 앞브레이크 / 오른손 : 뒷브레이크)

앞 브레이크(Front Brake)

충전구(Charging Port) / 키홀더(Key Holder)

※배터리 잠금 열쇠는 2개를 제공해 드립니다. 1개는 반드시 별도로 보관
바랍니다. 분실시 본사는 여분의 열쇠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2) 제 원
품 명

헤네스 씨티(HENES CITY)

구동방식

PAS방식

제품크기
제품무게

1,450mm X 950mm(가로 X 새로)

기 어

리어 : shimano TX35, 7level

18kg

서스펜션

프런트 : 포크

모 터

250W, 36V

최고속도

PAS방식(5단계 Full PAS) : 25Km/h (Over시 Motor Stop)

배터리

36V 7.8Ah LG 리튬이온 전지 (충전시간 : 4~6시간)

주행거리

파워 어시스트(1단계) : 60Km

타이어

16 inch(적정공기압 40 psi)

적재허용중량

탑승자 무게 포함 MAX. 120kg

※탑승자 75Kg, 평지주행, 상온 기준입니다.
※주행거리 및 속도는 운전자의 몸무게, 외부온도, 노면의 거칠기, 사용환경(오르막/내리막등) 등 운행 조건에 따라 많
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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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사용설명(CITY)
3) 폴딩 및 언폴딩

공 통

- 폴딩

TANK

SPORTS

CITY

핸들포스트 폴딩

- 언폴딩

HENES 13

3. 제품 사용설명(CITY)
4) 배터리 분리 및 장착 방법
- 분리

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폴딩 해주십시오. (폴딩 설명 p.13 참조)
② 프레임 아래 전원 및 배터리 분리 키홀에 키를 삽입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잠금을 풀어주십시오.
③ 손잡이를 펴 몸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 장착 : "분리"의 역순으로 해주십시오.

!

•배터리를 장착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Off) 장착해주십시오.
•배터리 On/Off 확인법 : 프레임 아랫부분 키홀에 키를 삽입하여 잠금 해제를 하
시면 됩니다.

!

•주행 전 열쇠를 분리하여 보관 부탁드립니다.

!

•배터리 분리 시 키를 정확한 방향으로 돌려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 배터리 낙하에
조심해 주십시오.

14 E-bicycle

3. 제품 사용설명(CITY)

SPORTS

CITY

공 통

5) 배터리 충전방법(배터리 분리 가능한 모든 E-bicycle 공통)

TANK

〔 충전 상태 표시 〕
녹색점등 : 충전완료
적색점등 : 충전중
•배터리 충전시간은 4시간~6시간입니다.(과충전시 위험)
•충전기 램프가 초록불로 점등하면 1시간 더 충전 후 뽑아 주십시오.
•절대 12시간 이상 충전하시지 마십시오.
•제품 사용 후 스위치는 꼭 “off” 해주십시오.(방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전 헤네스 전용 충전기가 맞는지 확인 후 충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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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사용설명(CITY)
6) 디스플레이 구성 및 사용방법

계기판 외관

액정 아이콘

16 E-bicycle

디스플레이

스위치

기능

설명

속도계

속도를 나타내는 아이콘
Unit: KM/H or MP/H

ODO/TRIP

ODO（ 주행 거리 / 주행 스위치）

Battery Indicator

배터리 잔량표시

라이트

라이트 온/오프 알림

모터진단

모터 이상시 점등

Ecu 진단

ECU이상시 점등

진행 사항표시

5단계 표시등
(반드시 페달을 구동해야만 모터가
가동됩니다.)

PAS 표시

단계별 레벨 표시

3. 제품 사용설명(CITY)

1 x 누름

기능

Description

Power On

꺼진 상태에서 한 번
클릭하면 전원이 켜지
고 모든 내용이 표시됩
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Backlight/Headlight 누르면 전조등 및 후방
Switch
등을 켜고 끌 수 있습
니다.

SPORTS

1 x 누름

디스플레이

CITY

작동모드

1 x 길게누름

OFF

전원이 꺼집니다.

1 x 길게누름

ODO/TRIPSwitch

ODO/Trip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x 누름

PAS 단계 올림

1~5단계까지 pas 단
계가 올라갑니다.

1 x 누름

PAS 단계 내림

5~1단계까지 pas 단
계가 내려갑니다.

1 x 길게누름

Trip 초기화

길게누르면 trip이 초
기화 됩니다.

TANK

keys

공 통

6) 디스플레이 구성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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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사용설명(SPORTS)
1) 각 부의 명칭
폴딩부(Folding Part)

핸들바(Handle Bar)

안장(Seat)

시트 클램프(Seat Clamp)

전용 충전기

뒷브레이크(Rear Brake)

허브 모터(Hub Motor)

전용 열쇠 2개

차체(Frame)

뒷 변속기(Rear Derailleur)

페달(Pedal)

LCD디스플레이(Lcd Display)

변속레버(Shift Lever) / 브레이크(Brake)
(왼손 : 앞브레이크 / 오른손 : 뒷브레이크)

앞 브레이크(Front Brake)

충전구(Charging Port) / 키홀더(Key Holder)

※배터리 잠금 열쇠는 2개를 제공해 드립니다. 1개는 반드시 별도로 보관
바랍니다. 분실시 본사는 여분의 열쇠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2) 제 원
품 명

헤네스 스포츠(HENES SPORTS)

구동방식

PAS방식

제품크기
제품무게

1,850mm X 1,070mm(가로 X 새로)

기 어

프런트 : shimano M410E, 3level / 리어 : shimano TX35, 7level

24kg

서스펜션

프런트 : 포크 / 리어 : 서스펜션

모 터

250W, 48V

최고속도

PAS방식(5단계 Full PAS) : 25Km/h (Over시 Motor Stop)

배터리

46.8V 9.6Ah LG 리튬이온 전지(충전시간 : 4~6시간)

주행거리

파워 어시스트(1단계) : 60Km

타이어

26 inch(적정공기압 40 psi)

적재허용중량

탑승자 무게 포함 MAX. 120kg

※탑승자 75Kg, 평지주행, 상온 기준입니다.
※주행거리 및 속도는 운전자의 몸무게, 외부온도, 노면의 거칠기, 사용환경(오르막/내리막등) 등 운행 조건에 따라 많
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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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사용설명(SPORTS)
3) 폴딩 및 언폴딩
- 폴딩

❸

❹

공 통

➋

•화 살표 방향으로 레바 •화살표 방향으로 레바를 •레바를 끝까지 펴주십시 •자전거를 화살표 방향으
당겨주십시오.
오.
로 접어주십시오.
버튼을 밀어주십시오.

❻

❼

❽

•폴딩완성

•화살표 방향으로 페달을 •화살표 방향으로 페달을 •페달 폴딩완성
밀어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 언폴딩

❶

➋

❸

❹

•자전거를 화살표 방향으 •레바를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 까지 끝까
로 펴주십시오.
지 접어주십시오. (레바가 끝까지 접혔는지 확인)

❺

❻

❼

❽

•페달을 화살표 방향으로 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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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SPORTS

❺

CITY

❶

4. 제품 사용설명(SPORTS)
4) 배터리 분리 및 장착 방법
- 분리

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폴딩 해주십시오. (폴딩 설명 p.19 참조)
② 프레임 아래 전원 및 배터리 분리 키홀에 키를 삽입하여 반시계방향으로 잠금을 풀어주십시오.
③ 손잡이를 펴 몸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 장착 : "분리"의 역순으로 해주십시오.

!

•배터리를 장착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Off) 장착해주십시오.
•배터리 On/Off 확인법 : 프레임 아랫부분 키홀에 키를 삽입하여 잠금 해제를 하
시면 됩니다.

!

•주행 전 열쇠를 분리하여 보관 부탁드립니다.

!

•배터리 분리 시 키를 정확한 방향으로 돌려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 배터리 낙하에
조심해 주십시오.

5) 배터리 충전 방법
- 시티(CITY) 제품 사용설명서의 배터리 충전 방법을 참조 바랍니다.(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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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사용설명(SPORTS)

CITY

공 통

6) 디스플레이 구성 및 사용방법

SPORTS

액정 아이콘

스위치

기능

설명

속도계

속도를 나타내는 아이콘
Unit: KM/H or MP/H

ODO/TRIP

ODO（ 주행 거리 / 주행 스위치）

Battery Indicator

배터리 잔량표시

라이트

라이트 온/오프 알림

모터진단

모터 이상시 점등

Ecu 진단

ECU이상시 점등

출력 표시

모터 출력 표시

PAS 표시

단계별 레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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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디스플레이

4. 제품 사용설명(SPORTS)
6) 디스플레이 구성 및 사용방법
keys

작동모드

1 x 누름

1 x 누름

1 x 길게누름

기능

Description

Power On

꺼진 상태에서 한 번
클릭하면 전원이 켜지
고 모든 내용이 표시됩
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Backlight/Headlight 누르면 전조등 및 후방
Switch
등을 켜고 끌 수 있습
니다.

OFF

전원이 꺼집니다.

2 x 연속누름

ODO/TRIPSwitch

전원이 켜진상태에
서 짧게 두번 누르면
Trip(구간주향거리)
초기화가 됩니다.

1 x 누름

PAS 단계 올림

1~5단계까지 pas 단
계가 올라갑니다.

2 x 연속누름

Trip/ODO

연속으로 두 번 누
를 시 Trip표시에서
ODO표시로 변환

1 x 누름

PAS 단계 내림

5~1단계까지 pas 단
계가 내려갑니다.

ODO/Trip

연속으로 두 번 누
를 시 ODO표시에서
Trip표시로 변환합니
다.

2 x 연속누름

1 x 길게누름
(3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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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PUSH(걷기)

걷기모드로 변경
(6km/h) 구동

5. 제품 사용설명(TANK)
1) 각 부의 명칭
핸들바(Handle Bar)

공 통

차체(Frame)
안장(Seat)

시트 클램프(Seat Clamp)

CITY

전용 충전기

뒷브레이크(Rear Brake)

허브 모터(Hub Motor)

페달(Pedal)

앞 브레이크(Front Brake)

TANK

뒷 변속기(Rear Derailleur)

SPORTS

전용 열쇠 2개

LCD디스플레이(Lcd Display)

변속레버(Shift Lever) / 브레이크(Brake)
(왼손 : 앞브레이크 / 오른손 : 뒷브레이크)

충전구(Charging Port) / 키홀더(Key Holder)

※배터리 잠금 열쇠는 2개를 제공해 드립니다. 1개는 반드시 별도로 보관
바랍니다. 분실시 본사는 여분의 열쇠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2) 제 원
품 명

헤네스 탱크(HENES TANK)

구동방식

PAS방식

제품크기
제품무게

1,900mm X 1,120mm(가로 X 새로)

기 어

프런트 : shimano M410E, 3level / 리어 : shimano TX35, 7level

27kg

서스펜션

프런트 : 포크, 콘트롤러

모 터

250W, 48V

최고속도

PAS방식(5단계 Full PAS) : 25Km/h (Over시 Motor Stop)

배터리

46.8V 10.4Ah LG 리튬이온 전지(충전시간 : 4~6시간)

주행거리

파워 어시스트(1단계) : 50Km

타이어

26 inch 4.0(적정공기압 30 psi)

적재허용중량

탑승자 무게 포함 MAX. 120kg

※탑승자 75Kg, 평지주행, 상온 기준입니다.
※주행거리 및 속도는 운전자의 몸무게, 외부온도, 노면의 거칠기, 사용환경(오르막/내리막등) 등 운행 조건에 따라 많
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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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사용설명(TANK)
3) 배터리 분리 및 장착 방법
- 분리

❶

➋

❸

•전원 off를 확인 해주십 •키 를 화살표 방향으로 •배터리를 잘 잡고 화살
표 방향으로 올려주십시
시오.
(반시계방향) 돌려주십
오.
시오.(잠금해제)

❹

❺

•올리다 위쪽으로 걸리는 •약한힘으로 천천히 몸쪽
느낌이 있으면 들어주십
으로 들어주십시오.
시오.

- 장착 : "분리"의 역순으로 해주십시오.

!

•배터리를 장착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Off) 장착해주십시오.
•배터리 On/Off 확인법 : 프레임 아랫부분 키홀에 키를 삽입하여 잠금 해제를 하
시면 됩니다.

!

•주행 전 열쇠를 분리하여 보관 부탁드립니다.

!

•배터리 분리 시 키를 정확한 방향으로 돌려 잠금 해제를 해주시고 배터리 낙하에
조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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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사용설명(TANK)

SPORTS

CITY

공 통

4) 배터리 충전방법

TANK

〔 충전 상태 표시 〕
녹색점등 : 충전완료
적색점등 : 충전중
•배터리 충전시간은 4시간~6시간입니다.(과충전시 위험)
•충전기 램프가 초록불로 점등하면 1시간 더 충전 후 뽑아 주십시오.
•절대 12시간 이상 충전하시지 마십시오.
•제품 사용 후 스위치는 꼭 “off” 해주십시오.(방전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전 헤네스 전용 충전기가 맞는지 확인 후 충전해 주십시오.

5) 디스플레이 구성 및 사용방법
- 스포츠(SPORTS) 제품 사용설명서의 디스플레이 사용방법을 참조 바랍니다.(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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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ES WHEELS 품질 보증서
제품명 :
Serial No.(박스에 표기)

구입일 :
구입처 :

(판매자 서명)

:

※본 보증서는 헤네스 휠즈에만 해당 됩니다.(헤네스 키즈는 별도)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매처에서 구입일자를 기재 받은 본 보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 보유 시에는 유상수리로 진행됩니다.

보증기간

※모터 및 차체 1년
※배터리 6개월(단, 누적주행거리 300km 이내)

❶중고품 구입의 경우 구입일이 아닌 제조년월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❷본 제품을 영업용도(대여사업, 체험존 운영, 기타 비정상적 사용환경 등)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보증기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❸고객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은 구매 후 7일 이내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매처에 요청 가능하며, 제품을
개봉하여 새 제품으로써의 가치를 잃었을 경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 피해유형
구입 후 1개월 이내
수리 불가능 시 (동일 하자에 3회 여러 부위 하자 5회)
교환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재발
교환 불가능 시
하자 발생 시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 중 발생된 피해
소비자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임의 튜닝, 제품 오조립, 파손 포함)
●천재지변(화재,염해,가스,지진,풍수해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헤네스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
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 시

보상내역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
제품교환 또는 구
입가 환급
유상수리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제품교환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유상 수리

유상 수리

※A/S 규정 : 본제품에 대하여 A/S가 필요 할 경우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수리 받으시거나 방문 불가 시
택배 수리가 필요 할 경우, 본사 공장에서 수리가 가능 합니다.(단, 왕복 택배비 고객 부담, 제품 박스 보유)
고객 상담

T. 1644 - 2362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 연결이 많아 연결이 안될 경우, Call back system을 통해 담당자가 고객님께 별도 연락을 드립니다.

본사 주소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천로 396 , 헤네스

홈페이지

www.hen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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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SPORTS

CITY

공 통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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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enes.co.kr

•창녕 공장 :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천로 396 •대표번호(A/S) : 1644 - 2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