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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
•

•
•
•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외관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터사이클 각각의
사용된 구성요소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존처리되지 않은 알루미늄 아이템
크롬 플레이트 아이템

휠

배기 시스템
볼트, 스크류 등
차체

모터사이클의 세차를 하지 못하면 모터사이클의 외관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주기적인 세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춥거나, 비가 오는 등의 날씨에서 
주행한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워런티 클레임을 요청한 부품의 외관이 손상된 경우, 워런티 클레임이 거절 될 수 있습
니다.  모터사이클 세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핸드북의 유지 관리 및 
조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너스 핸드북
 라이딩의 즐거움과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해 주십시오.
·오너스 핸드북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너스 핸드북에 수록된 모든 권장 사항과 절차
를 준수하십시오.
·오너스 핸드북에 기재된 안전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정비 노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구입 후,오너스 핸
드북과 함께 정비 노트를 수령하고 아래의 설
명을 안내 받으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올바른 취급방법
·보증 내용 및 보증기간
·점검/정비에 관하여
·차량 보증서의 기입, 날인

*배출가스 규제에 대하여
본 모터사이클은 대한민국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
한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합니다.

*운전면허에 관하여
이 모터사이클을 일반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자신의 면허
로 운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 배기량 : 765cc, 
800cc, 900cc, 1,200cc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승차 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1명 : 본네빌 스럭스턴 시리즈와 본네빌 
바버 시리즈
·운전자 1명을 포함 2명 : 본네빌 스트리트 트윈,
본네빌 T100 시리즈,본네빌 T120 시리즈,본네빌 
스크램블러,본네빌 스피드 마스터,스트리트 트리
플 시리즈,스피드 트리플 시리즈,타이거 800 시리
즈,타이거 1200 시리즈 

트라이엄프 코리아 본사 고객 상담센터 
02-479-1902

본 차량에 대한 문의,상담은 트라이엄프 코리아 본사 또는 
딜러의 고객 상담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접수시간 10:00 ~ 19:00

(우)0536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
소재지,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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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스 핸드북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스트리트 트리플 RS

이 핸드북은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스트리트 트리플 RS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이 오너스 핸드북을 모터사이클과 함께 보관하시고, 정보가 필요하실 때마다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핸드북에 포함된 정보는 모두 인쇄된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엄프는 이 핸드북의 내용에 대해 사전 통지에 대한 법적 의무 없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Triumph Motorcycles Limited의 서면 승인 
없이 본 핸드북의 전체/일부에 대한 복제는 불가합니다. 이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차량 그림은 
실제 차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01.2017 Triumph Motorcycles Limited, Hinckley, Leicestershire,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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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고, 주의 및 참고
본 오너스 핸드북 전체에서 특히 중요한 정보 
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경고
본 경고 표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특별한 지침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주의
본 주의 표시는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는 특별한 
지침 및 절차를 나타냅니다.

참고:
•	 본 참고 표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조작을 위한 기능에 대한 부분을 나타냅 
니다.

경고 라벨

모터사이클의 특정 부분에서 위의 표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주의 : 핸드 북을 
참조하십시오’ 를 의미하며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 입니다.
절대로 본 핸드북에 포함된 관련 지시 사항을 
참조하지 않은 상태로 모터사이클을 타거나 조 
정하지 마십시오.
이 경고 라벨이 부착된 모든 위치에 대한 정보 
는 1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경고 
라벨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가 포함된 페이 
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낮은 시트고) 모델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이상,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시트고) 모델의 정보, 지침 및 
제원은 표준 모델인 스트리트 트리플 R에 대한 
오너스 핸드북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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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모터사이클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고장 없이 
운행하기 위해, 유지 보수는 트라이엄프의 공 
인 딜러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된 트라이엄프의 딜러만이 트라이엄프의 
모터사이클을 올바르게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 
한 지식과 장비 및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까운 트라이엄프의 공인 딜러를 찾으려면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co.kr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 시스템
소음기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 
니다. 소음기 시스템의 조작은 법률로서 금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승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터사이클을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 하기 전 또는 사용 
중 유지 보수/수리/교체 이외의 목적으로 
소음기 시스템을 제거하거나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

2. 승인되지 않은 누군가가 소음기 시스템 
의 장치를 제거하거나 설계 요소를 변경 
해서 주행하는 경우

이모빌라이저 및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이모빌라이저는 미국 연방 통신 위원희의 관련 
기준인 제15항을 준수하고,대한민국 전파 
법에 적합한 KC인증을 취득했습니다.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은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의 관련 기준인 제 15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기기의 작동은 다음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합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해서는 안됩 
니다.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장치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전파 방해를 포함한 모든 전파 방해를 
허용해야 합니다.
본 장치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개조하면 장비 
운용에 있어서 보증 서비스 등 소유주의 권리 
가 박탈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이어
타이어와 튜브에 대한 규정에 대한 사항은 
Triumph Motorcycles Limited의 품질 관리 
준칙 Automotive Vehicles Orders 2009, 
CI. No.3(c)에 의거합니다. 본 모터사이클에 
장착된 타이어들은 IS 15627 : 2005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Central Motor Vehicle 
Rules(CMVR), 1989. 에 따른 요건을 준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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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스 핸드북

경고
이 오너스 핸드북을 포함한 모터사이클과 
함께 제공된 모든 지침은 모터사이클의 필수 
부품처럼 간주하여 보관하십시오. 만약 모터 
사이클을 판매하게 되더라도 구매자에게 제 
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라이더는 본 모터사이클과 함께 제공되 
는 이 오너스 핸드북을 읽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모터사이클의 기능과 성능, 조작법 및 
제한 사항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모터사 
이클의 기능과 성능, 조작법 및 제한 사항 등 
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익숙지 않은 사용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선택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본 모터사이클은 검증된 엔지니어 
링과 철저한 테스트를 거쳐 우수한 신뢰성과 
안전성 및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트라이엄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결과입니다.
본 모터사이클의 기능과 성능, 조작법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 
모터사이클을 타고 라이딩을 즐기기 전에 이 
오너스 핸드북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핸드북에는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모터사이클을 탈 때 필요한 
모든 라이딩 테크닉과 스킬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라이엄프는 모든 라이더가 모터사이클을 안 
전하게 탈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 핸드북은 각 지역 딜러에서 각각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영어
 • 미국 영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네덜란드어
 •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 스웨덴어
 • 일본어
 • 태국어
 • 한국어

트라이엄프에 알려주세요
트라이엄프와 라이더의 관계는 단순히 구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구매 및 소유 
경험에 대한 모든 의견은 트라이엄프가 귀하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부디 트라이엄프의 공인 딜러를 통해 귀하의 
이메일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 
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딜러를 통해 도움을 받 
으십시오. 이메일 및 고객 등록이 완료되었 
다면 귀하의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온라인 고객 만족도 설문 조사를 보 
내드리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의견을 보내주 
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엄프 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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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모터사이클

경고
본 모터사이클은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전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오프로드 상황 하에 
서는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Low Ride Height, 낮은 시트고) 모델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시트고) 모터 
사이클은 낮게 설정된 서스펜션을 채용하 
였으며, 차체 지상고 역시 낮게 설정되어 있 
습니다.
그 결과로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시 
트고)는 일반 시트고의 스트리트 트리플 R 모 
델과 비교해, 코너링 시의 기울임 각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라이딩을 할 때, 차체 지상고가 제한되어 있 
음을 항상 상기하십시오. 또한, 본 모터사이 
클의 낮은 차체 지상고와 제한된 기울임 각 
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차량이 없는 곳에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지 못한 각도로 모터사이클을 기울이 
거나 예기치 못한 지면과의 접촉은 주행 안정 
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터사이 
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경고
본 모터사이클은 트레일러를 끌거나 사이드 
카를 장착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습 
니다.
사이드 카를 장착하거나 트레일러를 장착해 
끄는 경우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본 모터사이클은 이륜 차량으로써 남성 혹은 
여성 라이더와 동승자 한 명이 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라이더와 동승자 그리고 액세서리와 수화물 
등의 총 무게는 아래의 최대 허용 하중을 넘 
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S - 195 kg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 195 kg
스트리트 트리플 R - 195 kg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 170 kg
스트리트 트리플 RS - 19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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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본 모터사이클은 엔진 하부에 촉매 환원 장치 
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이 가동되 
었을 시 배기 시스템은 매우 높은 온도로 올 
라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디나 마른 나뭇잎, 의류 및 수화물 등의 인 
화성 물질이 배기 시스템이나 촉매 환원 장치 
와 접촉하게 되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인화성 물질이 배기 시스템이나 
촉매 환원 장치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연료 및 배기 가스

경고
가솔린 연료는 매우 인화성이 강합니다.
언제나 연료를 재급유 할 때는 꼭 시동을 끄 
십시오.
연료를 재급유 할 때나 연료 탱크 캡이 열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태우거나 화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연료를 재급유 할 때에는 엔진이나 배기 파이 
프 혹은 배기 머플러 등에 연료를 흘리지 않 
도록 주의 하십시오.
만약 연료를 삼키거나 흡입하였거나 눈에 연 
료가 들어갔다면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으 
십시오.
연료가 피부에 닿았을 때에는 즉시 비누와 물 
로 씻어내야 하며, 옷에 연료가 묻은 경우에 
는 즉시 지워내도록 하십시오.
연료가 피부에 닿는 경우, 화상이나 다른 심 
각한 피부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경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엔진의 시동을 걸거나 주 
행하지 마십시오.
배기 가스는 독성을 갖고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 
습니다.
언제나 야외 혹은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곳에서 
만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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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과 의류

경고
모터사이클에 탈 때는 라이더와 동승자 모두(
동승자를 태울 수 있는 모델의 경우)  항상 
안전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안전 장비로는 
헬멧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고글과 글러브, 
부츠, 라이딩 팬츠 등이 있으며 밝은 색상의 
재킷을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밝은 색상의 복장은 라이더와 동승자의 피시 
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보호 안전 장비를 착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안전 장비를 착용 
한다면 라이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경고
헬멧은 가장 중요한 라이딩 기어 중 하나로 
머리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와 동승자의 헬멧은 신중 
하게 고려해야 하며, 라이더와 동승자의 머 
리에 맞는 사이즈와 편안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밝은 색상의 헬멧은 라이 
더와 동승자의 피시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픈 페이스 헬멧은 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풀 페이스 헬멧은 
그보다 더 높은 보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 
니다.
언제나 바이저 혹은 인증 받은 고글을 사용하 
여 시야를 확보하고 눈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 
니다.

cbma

주차

경고
모터사이클을 세워두고 떠날 때에는 항상 
엔진을 끄고 이그니션 키를 제거하십시오. 이 
그니션 키를 제거함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 
거나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본 모터사이클을 
사용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본 모터사이클을 주차할 때는 항상 다음의 사 
항을 기억하십시오.
모터사이클이 움직여서 사이드 스탠드가 젖 
혀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단 기어 
를 넣어두십시오.
라이딩을 마친 후에는 엔진과 배기 시스템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보행자나 동물 
혹은 어린이가 모터사이클을 만질 수 있는 곳 
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지면이나 가파른 경사면에는 주차 
하지 마십시오. 이런 조건에서 주차하는 경우 
모터사이클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오너스 핸드북의 ‘모 
터사이클 운행 방법’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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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액세서리

경고
부품 및 액세서리 등의 교환은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공인된 제품이어야 하며, 부품 
및 액세서리 등의 교환은 공인된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딜러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전기나 연료 시스템의 교환이나 분해 
하는 것은 물론 부품을 임의로 추가 장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인되지 않은 부품 및 액세서리 등의 임의 
장착은 본 모터사이클의 조종성과 안정성 및 
주행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이 있습니다.

트라이엄프는 공인되지 않은 부품 및 액세서리 
등의 교환 및 장착으로 인한 결함에 대해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 장비

경고
본 모터사이클의 올바른 운행과 안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트라이 
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 
니다.
올바르게 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행하는 경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장비가 모두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조명, 배기 머플러, 배 
출가스 및 소음기 등의 제거 및 변경은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부적절한 개조는 본 모터사 
이클의 조종성과 안정성 및 주행성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
만약 추돌이나 전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트라이엄프의 공인 딜러를 통해 
점검 및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본 모터사이클은 사고로 손상될 수 있으며, 
올바르게 수리되지 않는다면 부상이나 사망 
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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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

경고
피로한 상태이거나 알코올 혹은 다른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모터사이클 
을 운행하지 마십시오.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모 
터사이클을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로한 상태이거나 알코올 혹은 다른 약물의 
영양이 있는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 
게 되면 라이더의 조종 능력이 감소될 수 있 
으며, 모터사이클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고
본 모터사이클을 운행할 모든 라이더는 적합 
한 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적합한 면 
허증이 없이 본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기소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기본 교육 없이 본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모터 
사이클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 
습니다.

경고
라이딩을 할 때는 언제나 본 핸드북에 명시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방어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모터사이클은 
자동차와 동일한 충격 완화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경고
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은 운행이 가능한 
도로의 법정 제한 속도 내에서 운행해야 합 
니다.
고속으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속도 
와 비례하여 주어진 교통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악천후나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항상 속도를 낮추십시오.

경고
운행 시에는 항상 변화하는 노면과 교통 상 
황, 바람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이륜 차량들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일부 외부 환경 요인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아래 명기된 사항들은 사 
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외부 요인 중 하나 
입니다.
지나치는 차량에 의해 발생된 와류
노면의 포트 홀 혹은 그와 비슷한 파손된 노면
악천후
라이더의 실수
본 모터사이클의 취급과 운행 방법 및 운동 
성능에 대한 특성 등에 완전히 익숙해지기까 
지는 언제나 적정 속도를 지키고, 과도한 거 
리를 달리는 일은 삼가십시오. 또한, 절대로 
법정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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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바와 풋레스트

경고
본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라이더는 운행하 
는 동안 항상 핸들바에 손을 위치시키십시오.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면서 핸들바에서 손을 
떼면 모터사이클의 안정성과 핸들링에 악영 
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 모터사이클의 조 
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본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라이더와 동승자 
는 운행하는 동안 항상 제공된 풋레스트를 사 
용하십시오.
풋레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라이더와 동승자 
는 모터사이클의 부품에 닿거나 안전 장비가 
걸리는 등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고
최대 기울기를 초과하여 뱅크 앵글 인디케이 
터가 마모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면 안전하 
지 못한 각도로 모터사이클이 기울어질 수 있 
습니다.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가 최대 마모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교환하여야 합니 
다. 안전하지 못한 각도로 모터사이클을 기 
울이면 차체는 불안정해지고 모터사이클을 
제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 
니다.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의 마모 한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63페이지의 유지 관리 
항목과 조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는 모터사이클을 안 
전하게 기울일 수 있는 한계점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면 상황과 타이어 상태, 
날씨와 같은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결정됩 
니다.
안전하지 못한 각도로 모터사이클을 기울이 
면 차체는 불안정해지고 모터사이클을 제어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
모터사이클을 기울였을 때, 라이더의 풋 레스 
트에 부착되어 있는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가 
노면에 접촉하게 되면 본 모터사이클은 최대 
기울기에 근접한 것입니다. 이 최대 기울기 
이상으로 모터사이클을 기울이는 것은 안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각도로 모터사이클을 기울이 
면 차체는 불안정해지고 모터사이클을 제어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cjxz
2

1

	 1.	 풋레스트

	 2.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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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라벨
경고 라벨 위치
이 핸드북의 본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된 항목들은 중요한 안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려는 모든 라이더는 라이딩을 
하기 전에 해당 항목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5
4
3
2
N
1

1

5

4

6 7

R.P.M.

32

1.	 헤드라이트 (174 페이지)
2.	 미러 (148 페이지)
3.	 길들이기 (105 페이지)
4.	 기어 (111 페이지)
5.	 냉각수 (133 페이지)
6.	 타이어 (164 페이지)
7.	 드라이브 체인 (1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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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라벨 위치(계속)

주의
길들이기 경고 사항 라벨을 제외한 모든 경고 라벨과 데칼은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모터사이클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도색 작업에 앞서 라벨이나 데칼이 부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 라벨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페인트 또는 차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 라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4

Pb

1
2 3

5

DAILY SAFETY CHECKS
TÄGLICHE SICHERHEITSKONTROLLEN

CONTROLES DE SECURITE QUOTIDIENS
CHEQUEOS DE SEGURIDAD DIARIOS

VERIFICAÇÕES DIÁRIAS DE SEGURANÇA
VERIFICHE GIORNALIERE DI SICUREZZA
DAGELIJSKE VEILIGHEIDSINSPECTIES

DAGLIG SÄKERHETSKONTROLL
運行前点検

1.	 일일 안전 점검 항목 (106 페이지)
2.	 무연 연료 (92 페이지)
3.	 헬멧 (8 페이지)
4.	 엔진 오일(130 페이지)
5.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장착 시) 

(16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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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식별
2 3 4 5 6

12 11 9 8 714 13

1

1015

1.	 헤드라이트
2.	 퓨얼 필러 캡
3.	 연료 탱크
4.	 리어 서스펜션 유닛
5.	 시트 잠금 장치
6.	 리어 라이트
7.	 드라이브 체인 어저스터
8.	 드라이브 체인
9.	 기어 체인지 페달
10.	 사이드 스탠드
11.	 냉각수 확장 탱크
12.	 오일 필터
13.	 전면부 방향 표시등
14.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
15.	 프론트 브레이크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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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식별(계속)
5 7 66

111314 8910

3

12

2 41

1.	 라이센스 플레이트 라이트
2.	 후면 방향 표시등
3.	 공구 키트(시트 아래)
4.	 배터리(시트 아래)
5.	 리어 브레이크 액 리저버
6.	 라디에이터 / 냉각수 압력 캡
7.	 프론트 포크
8.	 클러치 케이블
9.	 엔진 오일 딥스틱
10.	 오일 필러 캡
11.	 리어 브레이크 페달
12.	 사일렌서
13.	 리어 브레이크 디스크
14.	 리어 브레이크 캘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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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17 15 14 13

1 2 3 4 5 6 7 8 9

16

10 1211

1.	 클러치 레버
2.	 하이 빔 버튼
3.	 계기반 트립 버튼
4.	 스크롤 버튼
5.	 셋 버튼
6.	 인스트루먼트 어셈블리(LCD)
7.	 트립 컴퓨터 디스플레이
8.	 속도계
9.	 회전계
10.	 프론트 브레이크 액 리저버
11.	 엔진 스톱/스타트 스위치
12.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
13.	 비상등 버튼
14.	 이그니션 스위치
15.	 모드 버튼
16.	 경적 버튼
17.	 방향 표시등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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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낮은 시트고 (LRH),  
스트리트 트리플 RS

cjwr

16 15 14

1 2 3 7 8 9 10

17

11 13124 5 6

1.	 클러치 레버
2.	 하이 빔/패스 버튼
3.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DRL) 스위치, 장착시
4.	 모드 버튼
5.	 방향 표시등 스위치
6.	 인스트루먼트 어셈블리(TFT)
7.	 정보 창/모드 디스플레이
8.	 속도계
9.	 회전계
10.	 프론트 브레이크 액 리저버
11.	 엔진 스톱/스타트 스위치
12.	 비상등 버튼
13.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
14.	 홈 버튼
15.	 이그니션 스위치
16.	 조이스틱 선택 버튼
17.	 경적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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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얼 넘버
차량 식별 번호 (VIN)

cjxv

1

1.	 차량 식별 번호

차량 식별 번호는 스티어링 헤드 안쪽의 프레임 
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축의 좌 
측편에 라벨이 부착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공간에 차량 식별 번호를 기록해두시 
길 바랍니다.

엔진 시리얼 넘버

cjxp

1

1.	 엔진 시리얼 넘버

엔진 시리얼 넘버는 엔진의 크랭크 케이스에 
각인되어 있으며, 클러치 커버 바로 위에 위치합 
니다.
아래의 빈 공간에 엔진 시리얼 넘버를 기록해두 
시길 바랍니다.



계기반

19

계기반
	
계기반 개요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LRH(
낮은 시트고) 및 스트리트 트리플 RS 모델은 
풀 컬러 TFT(Thin Film Transistor) 디지털 
계기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S 와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모델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계기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TFT 계기반과 그 작동에 대한 내용은 20페이지 
를 참고하십시오.

TFT (Thin Film Transistor) 계기반

LCD 계기반과 그 작동에 대한 내용은 56	페이 
지를 참고하십시오.

TC
TC

LCD(Liquid Crystal Display) 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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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디지털 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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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반 패널 레이아웃

o7:29

 17.5 8

6 N
4

2 0

12 14F

E

AM

RPM
x1000

mph

42 122 mi
RANGEm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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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6

15

1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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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18

10

2 3 4

912

1.	 알람 / 이모빌라이저 표시등  
(알람은 액세서리 키트)

2.	 경고등
3.	 속도계
4.	 회전계 레드 존
5.	 우측 방향 표시등 및 비상등
6.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DRL) (장착시)
7.	 오일 압력 경고등
8.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

9.	 기어 포지션 심볼
10.	 시계
11.	 연료 게이지
12.	 정보창
13.	 주변 온도계
14.	 연료 잔량 경고등
15.	 ABS 경고등
16.	 하이빔 경고등
17.	 좌측 방향 표시등 및 비상등
18.	 현재 라이딩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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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참고:
•	 이그니션 스위치가 켜지면 계기반의 경고 

등이 1.5초 동안 켜졌다가 꺼집니다.(다음 
페이지에 설명된 것처럼 엔진이 시동될 때 
까지 켜진 상태는 제외)

추가적인 경고 및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26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
은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렸을 때에는 
켜져야 하지만 엔진이 가동 중일 때 점등되어서 
는 안됩니다.
엔진 가동 시에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이 
점등된다면, 이는 엔진 관리 시스템이 제어하는 
시스템 중 하나 이상에서 문제가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엔진 관리 시스 
템이 고장 보호 모드(limp-home)로 변환되며, 
엔진 가동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면 여정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이 켜진 상 
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 
동안 주행하지 마십시오. 엔진 관리 시스템 고 
장 상태에서는 엔진 성능이나 배기 가스 배출 
및 연료 소비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진 성능이 저하되면 정상적인 라이딩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 
하여 엔진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참고:
•	 만약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렸을 

때,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이 
깜빡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 문의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엔진 
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

엔진의 시동이 걸려있을 때, 엔진 오 
일의 압력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낮다면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켜집니다.

주의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켜졌다면 즉시 엔진 
의 시동을 끄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잡을 때까지 절대로 시동을 걸지 마십 시오.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엔진 
을 작동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렸을 때, 

엔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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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빌라이저/알람 표시등
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에 장착된 이모빌라 
이저 시스템은 이그니션 스위치를 껐을 때 작동 
됩니다.

알람이 장착되지 않았을  때
이그니션 스위치가 꺼지면 이모빌라이저 표시 
등이 24시간 동안 점멸되면서 엔진 이모빌라 
이저가 켜져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그니션 스 
위치를 켜면 이모빌라이저 표시등이 꺼지면서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해제됩니다.
만약 이모빌라이저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의 오작동을 의심할 수 있 
으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 
니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 
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알람이 장착되었을 때
이모빌라이저와 알람 표시등은 순정 트라이엄 
프 도난 방지 알람의 지침에 따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켜집니다.

ABS(Anti-Lock Brake System) 
경고등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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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biliser/Alarm Indicator Light
This Triumph motorcycle is fitted with 
an engine immobiliser which is activated 
when the ignition switch is turned to 
the OFF position.

Without Alarm Fitted
When the ignition switch is turned to 
the OFF position, the immobiliser light 
will flash on and o� for 24 hours to 
show that the engine immobiliser is on. 
When the ignition switch is turned to 
the ON position the immobiliser and the 
indicator light will be o�.
If the indicator light remains on it 
indicates that the immobiliser has a 
malfunction that requires investigation. 
Contact an authorised Triumph dealer 
as soon as possible to have the fault 
checked and rectified.

With Alarm Fitted
The immobiliser/alarm light will only 
illuminate when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he genuine Triumph 
accessory alarm instructions are met.

ABS (Anti-Lock Brake System) 
Warning Light

When the ignition switch is 
turned to the ON position, it is normal 
that the ABS warning light will flash on 
and o�. The light will continue to flash 
after engine start-up until the 
motorcycle first reaches a speed 
exceeding 6 mph (10 km/h) when it will 
go o�.

Note:

•  Traction control will not function if 
there is a malfunction with the ABS. 
The warning lights for the ABS, 
traction control and the MIL will be 
illuminated.

The warning light should not illuminate 
again until the engine is restarted 
unless there is a fault, or the ABS is 
switched o� - the warning light will 
remain illuminated.
If the warning light becomes illuminated 
at any other time while riding it 
indicates that the ABS has a 
malfunction that requires investigation.

Warning
If the ABS is not functioning, the brake 
system will continue to function as a 
non-ABS equipped brake system. Do 
not continue to ride for longer than is 
necessary with the warning light 
illuminated. Contact an authorised 
Triumph dealer as soon as possible to 
have the fault checked and rectified. In 
this situation braking too hard will 
cause the wheels to lock resulting in 
loss of motorcycle control and an 
accident.

For details on how to select di�erent 
ABS settings see Riding Modes, page 32.
See also page 113.

정상 상태일 때, 이그니션 스위치를 
켜면 ABS 경고등이 점멸됩니다. 이 경고등은 
엔진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도 점멸되며, 모터 
사이클의 속도가 처음 10km/h를 넘긴 이후에 
는 꺼지게 됩니다.

참고:
•	 ABS에 이상이 있을 때는 트랙션 콘트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ABS 경고등이 켜지면 
트랙션 콘트롤과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이 함께 켜질 수 있습니다.

ABS 경고등은 결함이 있거나 ABS가 꺼져있지 
않은 한(이 경우 ABS 경고등은 계속 켜져 있습 
니다) 엔진을 다시 시동을 걸기 전까지 다시 켜 
져서는 안됩니다.
만약 라이딩 중 ABS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면 점 
검이 필요한 ABS 오작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고
만약 ABS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ABS 미장착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계속 작동됩니다. ABS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 
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시 
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사 
용하면 바퀴가 잠겨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ABS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은 32페이지와 
113페이지의 라이딩 모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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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션 콘트롤(TC) 표시등

트랙션 콘트롤(TC) 경고등은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강 
한 가속 시 혹은 노면이 젖고 미끄러운 상태에서 
리어 휠의 미끄러짐을 제어하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고
트랙션 콘트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노면이 
젖고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가속을 하거나 코 
너링을 할 때 리어 휠이 헛돌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 
등(MIL)과 트랙션 콘트롤 경고등이 켜진 상태 
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 
시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가속과 코너링을 시도 
하는 경우, 리어휠이 헛돌게 되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랙션 콘트롤 표시등 사용 방법:

트랙션 콘트롤 켜짐:
 • 정상적인 라이딩 상황에서는 표시등이 꺼 

져있습니다.
 • 표시등이 빠르게 점멸하는 경우, 노면이 

젖고 미끄러운 상태이거나 강한 가속시 
에 리어 휠이 헛도는 것을 제한하는 트랙 
션콘트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나타 
냅니다.

트랙션 콘트롤 꺼짐:
트랙션 콘트롤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대신 
트랙션 콘트롤 해제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24페이지를 참조).

참고:
•	 만약 ABS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트랙션 

콘트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ABS, 트랙션 콘트롤, MIL 경고등이 켜지 
게 됩니다.

트랙션 콘트롤 해제 경고등 

트랙션 콘트롤 해제 경고등은 트랙션 
콘트롤 기능을 껐거나 기능 불량이 아니라면 켜 
지지 않습니다. 만약 라이딩 중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면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한 
오작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향 표시등 

방향 표시등은 방향 전환 표시등 스위 
치를 좌/우로 전환했을 때 표시되며 비상등은 
방향 표시등과 같은 속도로 점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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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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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Warning Lights

To turn the hazard warning lights 
on or o�, press and release the hazard 
warning light switch.
The ignition must be switched ON for 
the hazard warning lights to function.
The hazard warning lights will remain on 
if the ignition is switched OFF, until the 
hazard warning light switch is pressed 
again.

High Beam Switch

When the ignition is switched 
ON and the headlight dip switch is set to 
HIGH BEAM, the high beam warning 
light will illuminate.

Daytime Running Lights (DRL)

When the ignition is switched 
ON and the daytime running lights 
switch is set to DAYTIME RUNNING 
LIGHTS, the daytime running lights 
warning light will illuminate.
The daytime running lights and low 
beam headlights are operated manually 
using a switch on the left hand switch 
housing, see page 88.

Warning
Do not ride for longer than necessary 
in poor ambient light conditions with 
the Daytime Running Lights (DRL) in 
use.

Riding with the Daytime Running 
Lights when dark, in tunnels or where 
poor ambient light is apparent may 
reduce the riders vision or dazzle other 
road users.

Dazzling other road users or reduced 
vision in low ambient light levels may 
result in loss of motorcycle control and 
an accident.

Note:

• During daylight hours the Daytime 
Running Lights improve the 
motorcycles visibility to other road 
users.

• Low beam headlights must be used 
in any other conditions unless the 
road conditions allow for high beam 
headlights to be used.

Low Fuel Light

The low fuel indicator will 
illuminate when there are approximately 
4.5 litres of fuel remaining in the tank.

비상등을 켜거나 끄려면 비상등 스위 
치를 누르면 됩니다.
비상등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그니션 스 
위치는 ON에 위치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켠 다음 이그니션 스위치를 끄더라도 
다시 한번 비상등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비상 
등은 점멸합니다.

하이빔 버튼

하이빔 버튼을 누르면 하이빔이 켜집 
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로우 빔과 하이빔으로 
전환됩니다.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DRL) (장착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키고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설정했을 때,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경고등이 켜집니다.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와 헤드라이트 로우 빔은 
좌측 핸들 스위치 하우징에 위치한 스위치를 수 
동으로 사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8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주변의 조명 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데이타 
임 러닝 라이트(DRL)을 켠 채로 필요 이상으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터널안이나 주변 조명 상태가 불량한 상황에 
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켜고 달리게 되면 
라이더의 시야를 제한하거나 도로 위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조명 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도로 위 
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시야가 제한되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 
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낮 시간 동안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사 

용하면 도로 위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본 
모터사이클이 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	 하이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헤드라이트는 언제나 로우 빔으로 사용해 
야 합니다.

연료 잔량 경고등

연료 탱크에 약 4.5리터의 연료가 남 
아있을 때, 연료 잔량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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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경고등 (장착시)

참고: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는 일부 모델을 위한 액세서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은 타이어 공 
기압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작동됩니다. 10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PMS 경고등은 전/후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 압력 이하일 때나 신호 
가 전송되지 않을 때만 점등됩니다. 타이어에 
공기압이 과도하게 높을 때에는 점등되지 않습 
니다. 경고등이 점등되면 자동적으로 계기반 
정보창에 TPMS 심볼과 함께 수축된 타이어와 
공기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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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드 버튼
5.	 조이스틱 콘트롤

경고등이 켜졌을 때의 타이어 공기압은 20°C의 
온도를 기준으로 보정한 것이지만, 정보창에 표 
시되는 실제 공기압은 다를 수 있습니다. 16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창에 표시된 실제 
공기압이 표준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경고등 
이 표시될 수 있으며, 공기압이 낮게 표시되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펑크입니다.

경고
만약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등 
이 표시되면 모터사이클을 정차하십시오. 타 
이어를 점검받기 전까지 모터사이클을 운행하 
지 마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주입해야 합니다.

경고 및 정보 메시지

참고:
•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여러 경고 및 정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 
고 메시지가 정보 메시지보다 우선시되며 
경고 심볼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현재 활성화된 경고 메시지의 숫자가 정보 
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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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에서 오류가 감지되면 다음 경고 및 
정보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오일 저압 - 매뉴얼 확인
(빨간 표시등)

엔진 점검
(황색 표시등)

ABS 시스템 비활성화 - 매뉴얼 확인
(황색 표시등)

배터리 전압 낮음 - 매뉴얼 확인 
(빨간 표시등) 

센서 시그널 전/후 타이어 - 
매뉴얼 확인 (빨간 표시등)

배터리 전압 낮음 전/후 타이어 - 
매뉴얼 확인 (황색 표시등)

트랙션 콘트롤 비활성화 – 오너스 
핸드북 체크
(황색 표시등) 
서비스 주기 - 딜러에 연락
(황색 표시등)

벌브 오류 좌/우 상/하 표시등 - 
매뉴얼 확인(황색 표시등)

주의 : 낮은 주변 온도 - 
노면 결빙 위험 

만약 하나 이상의 메시지가 표시되면 아래 방향 
의 화살표가 활성화되고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사용해 메시지를 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숨겨진 각각의 메 
시지를 확인합니다.

BATTERY LOW
CHECK MANUAL

ACKNOWLEDGE
warning1/3

배터리 전압 낮음 상태 표시
조이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 라이더가 이전에 
확인한 경고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확인된 경고는 바로잡을 때까지 표시됩니다.
이전에 확인된 경고는 정보 창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35페이지 참조)
경고 또는 정보 메시지가 활성화되면 메시지는 
정보창에 관련 경고 또는 정보 심볼과 함께 표시 
됩니다.

속도계 및 적산계
속도계는 본 모터사이클의 속도를 표시합니다.
적산계는 본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린 총 거리를 
표시합니다.

배터리 전압 낮음
매뉴얼 확인

확인

1/3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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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계

주의
엔진 회전수를 레드존까지 끌어올려 사용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전계는 엔진의 분 당 회전수(r/min)를 표시합 
니다. 회전계의 끝 부분이 레드존입니다.

레드존에 도달하는 엔진 회전수는 최대 권장 
엔진 회전수보다 높으며,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연료 게이지

o7:29

17.5 8

6 N
4

2 0

12 14F

E

AM

RPM
x1000

mph

1

42 122 mi
RANGEmpg

10

1.	 연료 게이지

연료 게이지는 연료 탱크 안의 잔여 연료를 표시 
합니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켜면 연료 탱크 안의 잔여 연 
료량을 표시선을 채워 표시합니다.

참고:
•	 연료 게이지의 표시 색상은 선택한 테마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게이지에 표시된 잔여 연료량은 E(empty)와 F 
(full) 사이에 표시됩니다.
연료 잔량 경고등은 연료 탱크 안의 잔여 연료 
량이 4.5리터에 가까워졌을 때 표시되며, 이 경 
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급유 하십시오.
연료를 완전히 소모할 때까지 주행 가능한 거리 
와 연비 상황 또한 정보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조이스틱 센터 버튼을 눌러 연료 잔량 경 
고를 확인하고 감출 수 있습니다.
연료를 재급유 한 후, 다시 달리게 되면 연료 게 
이지와 주행 가능 거리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정보 업데이트가 최대 5
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변 온도계
주변 온도는 °C 혹은 °F로 표시됩니다.
모터사이클이 정차해있을 때 엔진의 열이 주변 
온도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짧은 시간 
후에 온도계가 정상 상태로 작동됩니다.
온도 표시를 °C 혹은 °F로 변경하려면 5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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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 심볼

결빙 심볼은 주변 온도계가 4°C이거 
나 그 이하일 때 표시됩니다.
결빙 심볼은 6°C 이상으로 올라갈 때까지 표시 
됩니다.
정보창에 다음의 경고도 함께 표시됩니다.

ACKNOWLEDGE

CAUTION: LOW AIR TEMPERATURE
RISK OF SURFACE ICE
1/3 warnings

경고
블랙 아이스(때로는 투명한 얼음이라고도 부 
름)는 얼음이 어는 온도(0°C) 이상에서도 생성 
될 수 있으며, 특히 다리나 그늘진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 
며 악천후와 같은 위험한 주행 조건에서는 속 
도를 줄이십시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과속, 과도한 가감 
속 혹은 코너링을 시도하면 모터사이클의 조 
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주기 안내 (SIA)

서비스 주기 안내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주행 거리나 시간을 표시 
합니다. 남아있는 거리가 0km이거나 남은 시간 
이 0일 경우, 서비스 주기 안내가 표시되고, 트 
라이엄프 공인 딜러가 이 시스템을 재설정하기 
전까지 서비스 심볼이 계속 표시됩니다.
서비스 주기를 넘어서게 되면 ‘OVERDUE(기한 
지남)’가 표시되고, 서비스 심볼이 정보창에 표 
시됩니다.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 
면 이 시스템을 재설정합니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켜면 계기반의 시작 화면에 
다음 서비스 주기까지 혹은 OVERDUE(기한 
지남)까지의 거리가 표시됩니다.
서비스 심볼은 오류가 발생하거나 ABS 혹은 
MIL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에도 표시될 수 있습 
니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주의: 낮은 대기 온도로 노면 결빙 위험
1/3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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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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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어 포지션 디스플레이(중립 기어 상태))

기어 포지션 디스플레이는 어떤 기어(1~6단)가 
들어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트랜스미션이 중립(
기어가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N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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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어 포지션 디스플레이 (3단 기어 상태)

TFT 디스플레이 네비게이션
 아래의 표는 본 핸드북에 설명된 계기반 메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아이콘과 버튼들의 위치와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홈 버튼(우측 핸들 스위치 하우징)

모드 버튼(좌측 핸들 스위치 하우징)

조이스틱 좌/우 혹은 상/하

조이스틱 센터(누름) 

선택 화살표(우측 표시)

정보창 -조이스틱을 좌/우로 사용해 
스크롤
정보창 –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사용해 스크롤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정보창 내의 옵션 사용
짧게 누름(누르고 땜) - 조이스틱 센터

길게 누름(누르고 기다림) - 
조이스틱 센터
현재 기능 리셋(조이스틱을 길게 
누르는 것으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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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 테마 및 스타일
스트리트 트리플 R과 스트리트 트리플 R - L 
RH(낮은 승차고)는 세 가지 스타일을 가진 하나 
의 테마(테마 1)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RS는 각각의 테마에 따라 세 
가지 스타일을 가진 두 개의 테마(테마 1과 테마 
2)를 갖고 있습니다.
테마나 스타일을 선택하려면(스트리트 트리플 
RS) 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스타일 설정은 
스타일 옵션창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본 핸드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테마 및 스타일은 
각각 테마 1과 스타일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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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1 스타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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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1 스타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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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

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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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 스타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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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 스타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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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2 스타일 3

라이딩 모드
라이딩 모드는 스로틀 반응성(MAP), 안티 록 
브레이크 시스템(ABS), 트랙션 콘트롤(TC)를 
노면 상황과 라이더의 설정에 맞게 세팅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라이딩 모드는 정차한 상태나 주행 중에도 좌측 
핸들 스위치 하우징에 위치한 모드 버튼과 조 
이스틱을 사용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3페이지 참조하십시오.
모델의 제원에 따라 최대 5개의 라이딩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라이딩 모드(라 
이더 모드 제외)를 편집하면 아이콘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기본 아이콘 라이더에 
의해 편집된 
아이콘

설명

레인

로드

스포츠

트랙(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 라이더

각각의 라이딩 모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4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BS, MAP과 TC 설정 옵션 사용 가능 여부는 각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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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 모드 선택

경고
주행 중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려면 모터사이 
클이 잠시 동안 관성(모터사이클 움직임, 엔진 
회전수, 스로틀 닫음, 클러치 레버 잡음, 브레 
이크 사용 안함)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행 중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 
은 상황에서만 시도하십시오.
낮은 속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직선이나 평탄한 도로 혹은 노면
좋은 노면 상황과 날씨
모터사이클이 잠시 동안 관성으로 주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주행 중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고속
교통량이 많은 곳
코너링 중간이나 굽이친 도로 혹은 노면
가파른 경사의 도로 혹은 노면
모터사이클을 관성으로 주행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
 
이 중요한 경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만약 메인 메뉴에서 ABS 혹은 트랙션 콘트롤
(TC)가 해제되어 있다면, 모든 라이딩 모드에 
저장된 설정에서 ABS 혹은 트랙션 콘트롤 
기능은 무시됩니다. 44페이지 참조.
이 경우 ABS 혹은 TC 기능은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이그니션 스위치를 껐다가 켜거 
나, 모드 버튼을 눌러 주행 모드를 기본값으로 
되돌리지 않으면 라이딩 모드 선택과 관계없 
이 꺼짐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ABS 기능을 해제하면 브레이크 시스템 
은 ABS 미장착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계속 작 
동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바퀴가 잠겨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트랙션 콘트롤 기능을 해제하면 트랙션 
콘트롤 기능을 제외하고 모터사이클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젖거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너무 강하게 가 
속하면 리어 휠이 헛돌게 되어 모터사이클의 조 
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라이딩 모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교통량이 많 
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세팅에 충분히 익숙해 
진 후 주행을 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모터사이클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익숙해져 있는 라이 
딩 모드의 세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러한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 
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기반

34

참고:
•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두면 라이딩 모 

드는 기본값인 로드(ROAD)로 설정됩니 
다. 만약 이그니션 스위치를 마지막으로 
OFF로 했을 때, 트랙(TRACK) 또는 라이 
더(RIDER)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AB 
S나 TC 설정이 트랙(TRACK) 또는 꺼짐
(OFF)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 
니다.

•	 그렇지 않으면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이 
었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라이딩 
모드가 저장되어 활성화됩니다.

•	 만약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켰 
을 때에도 모드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면 
엔진 스톱 스위치가 RUN에 위치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재 라이딩 모드는 계기반의 좌측 상단에 표시 
됩니다.
라이딩 모드 선택 방법은 좌측 핸들 스위치 하우 
징에 위치한 모드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계기반 
하단에 라이딩 모드 선택창이 활성화됩니다.
현재 적용된 라이딩 모드 아이콘은 파란색 배경 
으로 강조되어 표시됩니다.
선택된 라이딩 모드 변경 방법은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이나 모드 버튼을 반복해 눌러 원하 
는 모드를 계기반 중앙으로 위치시키고 화살표 
로 강조되도록 하십시오.
조이스틱의 센터를 짧게 눌러 원하는 라이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기반의 좌측 상단에 
표시된 아이콘이 변경됩니다.

o7:29

12.5

1 9999 02:25

8

6 N
4

2 0

12 14

25.2

1F

E

2 3 4 5 6

TRIP

mi mp/hHH:MM

PM

RPM
x1000

mph

cjww

TO SELECT

m

10

2

3

3

1

1.	 모드 버튼
2.	 새로운 라이딩 모드
3.	 현재 라이딩 모드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이나 모드 버튼을 누르면 
라이딩 모드 옵션이 다음의 순서로 스크롤됩니 
다.
 • 레인(RAIN)
 • 로드(ROAD)
 • 스포츠(SPORT)
 • 트랙(TRACK)(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 라이더(RIDER)
선택한 모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모터사이클 정차 시 - 시동 꺼짐

 • 이그니션 스위치 ON에 위치
 • 엔진 스톱 스위치 RUN에 위치

모터사이클 정차 시 - 시동 상태

 • 기어 중립 혹은 클러치를 당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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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사이클 정차 시

라이딩 모드 선택 후 30초 이내에 라이더는 다 
음의 사항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 스로틀 닫기
 • 클러치 당기기
 •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모터사이클이 관성으로 주행하도록)

참고:
•	 ABS 혹은 TC 설정이 라이더(RIDER) 또 

는 꺼짐(OFF)인 상태에서는 모터사이클 
주행 중 트랙(TRACK)이나 라이더(RIDE 
R) 모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라면, 라이딩 모드를 변경 
하기 전에 모터사이클을 정차시켜야 합니 
다.

라이딩 모드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아이 
콘은 변경이 완료되거나 취소될 때까지 이전 
라이딩 모드와 새로 선택할 라이딩 모드를 번갈 
아 가며 표시합니다.
라이딩 모드를 완료하면 다시 정상적인 라이딩 
이 가능합니다.

정보창

개요

경고
모터사이클 주행 중 정보창의 모드를 변경하 
거나 연료 정보를 재설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 
은 상황에서만 시도하십시오:
낮은 속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직선이나 평탄한 도로 혹은 노면
좋은 노면 상황과 날씨
이 중요한 경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항목을 확인하려면 이그니션 스위 
치를 ON으로 위치시키고 원하는 항목이 표시 
될 때까지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롤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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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정보창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먼저 주요경 

고 메시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26페이지 참조.

o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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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2 14F

E

AM

RPM
x1000

mph

42 122 mi
RANGEmpg

10

2

1

1.	 조이스틱 콘트롤
2.	 정보창

정보창은 다음과 같은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 경고 및 정보 메시지, 26페이지 참조
 • 트립 미터, 38페이지 참조
 • 연료 정보, 38페이지 참조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

장착시), 102페이지 참조
 • 적산계, 39페이지 참조
 • 서비스 주기 안내, 39페이지 참조
 • 스크린 밝기, 40페이지 참조
 • 스타일 옵션, 40페이지 참조
 • 랩 타이머, (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40페이지 참조
 • 냉각수 온도, 37페이지 참조

정보창은 다음의 순서로 스크롤 됩니다.

WARNING
REVIEW

(If applicable)

TRIP 1 TRIP 2

FUEL TPMS (if iftted) SERVICE/ODO

CONTRAST

STYLE

LAP TIMER

COOLANT

경고 검토 
(적용되는 

경우)

트립 1

연료 TPMS(장착시)

밝기

스타일

랩 타이머

냉각수

서비스/적산거리

트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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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검토
경고를 검토하려면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의 
위치로 돌리고 경고 검토가 표시될 때까지 조이 
스틱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롤 하 
십시오.

o7:29

 12.5 8

6 5
4

2 0

12 14F

E

PM

RPM
x1000

10

mph
LOW BATTERY 
CHECK MANUAL
1/2 warnings

1 3

1

2

1.	 배터리 저전압 경고
2.	 경고 횟수
3.	 경고 설명

조이스틱을 상/하 버튼을 사용해 각각의 경고(
두 개 이상인 경우)를 검토하십시오.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정보창으로 
돌아갑니다. 35페이지 참조.

냉각수 온도 게이지

COOLANT
C H

냉각수 온도 게이지는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표 
시합니다.
엔진이 식은 상태에서 시동이 걸리면 계기반에 
는 회색 막대들이 표시됩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계기반의 막대가 더 밝게 표시됩니다. 엔진 
이 뜨거워지면 계기반에는 엔진 온도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바가 밝게 표시됩니다.
정상 온도의 범위는 C(차가움)과 H(뜨거움) 사 
이입니다.
냉각수 온도 게이지를 사용하려면 이그니션 스 
위치를 ON으로 위치시킨 다음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롤 하십시오.
엔진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엔진 냉각수 온도 
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지면 계기반에는 냉각 
수 과열 경고등이 켜지고 게이지가 정보창에 표 
시됩니다.

주의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점등되면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엔진을 작동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 
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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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 미터
트립 미터를 사용하려면 이그니션 스위치를 ON
으로 위치시킨 후, 트립 컴퓨터가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 
롤 하십시오.

1 9999 02:25 25.2

2 9999 04:45 42.5

mi HH:MM mph

mi HH:MM mph

참고:
•	 트립 미터 2는 메인 메뉴의 트립 셋업에서 

모드 버튼을 눌러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참조)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트립 1 또는 트립 
2를 선택합니다.
트립 미터 재설정 방법:
 • 재설정할 트립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1초 이상 누르고 

기다립니다.
 • 트립 미터가 재설정 됩니다.
트립 미터는 메인 메뉴에서도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연료 정보
연료 정보를 사용하려면 이그니션 스위치를 ON
으로 위치시킨 후, 연료 정보가 표시될 때까지 조 
이스틱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롤 
하십시오.

59 42 12
MPG MPG RANGE

1 2 3 4 5

1.	 연료 정보 표시등
2.	 평균 연료 소비량
3.	 순간 연료 소비량
4.	 주행 가능 거리
5.	 재설정

연료 정보 표시등
이 표시등은 연료 잔량 경고등이 작동되었을 때, 
표시됩니다.

평균 연료 소비량
평균 연료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재설정 후에는 
일정 거리를 주행하기 전까지 ‘ - ‘가 표시됩니다.

순간 연료 소비량
순간 연료 소비량은 주행 중의 연료 소비량을 
즉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모터사이클을 정차시 
키면 --.-가 표시됩니다.

주행 가능 거리
이것은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량으로 주행 
할 수 있는 거리를 예상해 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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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
평균 연료 소비량을 재설정하려면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참고:
•	 연료를 재급유 한 후, 다시 달리게 되면 연 

료 게이지와 주행 가능 거리 정보가 업데 
이트 됩니다.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정보 
업데이트가 최대 5분까지 소요될 수 있습 
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 
(장착시)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이 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위치시킨 후, 타이 
어 공기압 모니터 창이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 
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롤 하십 
시오.

36
PSI

F R18
PSI

1 2 3
1.	 TPMS 경고등
2.	 프론트 타이어 공기압 디스플레이
3.	 리어 타이어 공기압 디스플레이

TPMS 경고등
경고등은 전/후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 압력 
이하일 때에만 점등됩니다. 타이어에 공기압이 
과도하게 높을 때에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26
페이지와 10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TPMS 경고등이 점등되면 모터사이클을 멈추 
십시오.
타이어를 점검 받기 전까지 모터사이클을 운 
행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주입해야 합니다. 

프론트 타이어 공기압 디스플레이
프론트 타이어의 공기압을 표시합니다.

리어 타이어 공기압 디스플레이
리어 타이어의 공기압을 표시합니다.

적산계
적산계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린 총 주행 
거리를 표시합니다.

5060 12/2026  0940OR
ODO imdate

적산계

서비스 주기 안내(SIA)
이그니션 스위치가 켜지고 다음 서비스까지의 
거리가 800km 이하이거나 날짜가 30일 이하인 
경우, 서비스 심볼과 다음 서비스까지 남은 거리 
및 날짜가 3초 동안 표시됩니다.
서비스 주기 안내를 사용하려면 이그니션 스위 
치를 ON으로 위치시킨 후, 서비스 주기 안내가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 
여 옵션을 스크롤 하십시오.

5060 12/2026  0940OR
ODO imdate

서비스 주기 안내

서비스 주기 안내에 대한 정보는 29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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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밝기
스크린 밝기를 보려면 이그니션 스위치를 ON
으로 위치시킨 후, 밝기 아이콘이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 
롤 하십시오.

HIGH CONTRAST

AUTO CONTRAST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사용하여 높은 밝기 
또는 자동 밝기를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 
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높은 밝기는 최대 가시성을 위해 계기반 화면을 
각각의 스타일에서의 배경을 흰색으로 고정합 
니다.
자동 밝기는 계기반 광센서를 이용하여 화면의 
밝기를 최적의 세팅으로 조정합니다. 밝은 햇 
빛에서는 항상 계기반이 볼 수 있도록 낮은 밝기 
설정이 무시됩니다.
만약 라이더가 라이더가 설정한 밝기가 적합한 
경우에는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48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참고:
•	 TFT 디지털 계기반을 덮거나 가리지 마십 

시오. 계기반 광 센서를 가리거나 덮으면 
계기반 밝기 조정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 
습니다.

스타일 옵션
스타일 옵션을 사용하려면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위치시킨 후, 스타일이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을 스크 
롤 하십시오.

STYLE 1
STYLE 2
STYLE 33

2
1

스타일 2 선택됨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고른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랩 타이머

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랩 타이머를 사용하려면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위치시킨 후, 랩 타이머가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의 좌/우 버튼을 사용하여 옵션 
을 스크롤 하십시오.

THIS LAP PREV.LAP mph
03:59 04:02.9 60.0

랩 타이머를 시작하려면 (THIS LAP) 조이스 
틱의 상/하 또는 센터 버튼을 짧게 누르면 카 
운터가 첫 번째 랩 측정을 시작합니다. 조이스 
틱의 상/하 또는 센터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랩을 시작하고 이전 랩의 시간과 평균 속도가 새 
랩타임 옆의 창(PREV.LAP)에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의 상/하 또는 센터 버튼을 길게 누르 
면(2초 이상) 세션이 중지되고 저장된 데이터가 
지워지며 새 데이터가 시작됩니다.
저장된 랩 타임 데이터는 메인 메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높은 밝기
자동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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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개요
메인 메뉴에 접근하려면 우측 핸들바 스위치 하 
우징에 위치한 홈 버튼을 누르십시오.
 • 이그니션 스위치를 켭니다
 • 홈 버튼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이용하여 메인 

메뉴의 항목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 
시오.

RIDING MODES
BIKE SET UP
TRIP SET UP
DISPLAY SET UP

EXIT

MAIN MENU

RESET TO DEFAULTS
LAP TIMER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서는 다음의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라이딩 모드
이 메뉴는 라이딩 모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4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라이더
 • 레인
 • 로드
 • 스포츠
 • 트랙(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 기본값으로 재설정

바이크 셋 업
이 메뉴는 방향 표시등 및 서비스 주기 안내(SI 
A)를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방향 표시등 - 43페이지 참조.
서비스 주기 안내 - 45페이지 참조.
ABS 비활성화 - 44페이지 참조.
TC 비활성화 - 44페이지 참조.

트립 셋 업
이 메뉴는 트립 1과 트립 2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트립 1 재설정
 • 트립 2 재설정
 • 트립 2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셋 업
이 메뉴는 계기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합 
니다.
 • 테마와 스타일 - 47페이지 참조
 • 밝기 - 48페이지 참조
 • 표시 창 - 49페이지 참조
 • 언어 - 49페이지 참조
 • 단위 설정 - 50페이지 참조
 • 시간 설정 - 50페이지 참조
 • 날짜 설정 - 51페이지 참조.

랩 타이머 (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이 메뉴는 랩 타이머와 랩 타이머 데이터 표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션 시작 - 52페이지 참조
검토 (랩 데이터가 저장된 경우에만 표시) -  
5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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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으로 재설정
이 메뉴는 모든 계기반 세팅을 기본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합니다.
확인 - 54페이지 참조.
취소 - 54페이지 참조.

라이딩 모드
라이딩 모드 메뉴 사용 방법: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 
인합니다.

RIDING MODES
BIKE SET UP
TRIP SET UP
DISPLAY SET UP

EXIT

MAIN MENU

RESET TO DEFAULTS
LAP TIMER

특정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려면 조이스틱을 사 
용하여 위 아래로 스크롤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RIDING MODES
BIKE SET UP
TRIP SET UP
DISPLAY SET UP

EXIT

MAIN MENU RIDING MODES
RIDER

ROAD
SPORT
TRACK

RESET TO DEFAULTS

RAIN

LAP TIMER
RESET ALL TO DEFAULTS

원하는 옵션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을 
상/하로 움직여 하위 메뉴를 스크롤하고 조이스 
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EXIT

RIDING MODES
RIDER

ROAD
SPORT

ABS SETTING
MAP SETTING
TC SETTING
RESET TO DEFAULTS

RIDER

RAIN

TRACK
RESET ALL TO DEFAULTS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옵션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을 상/하로 움직여 하위 메뉴를 
스크롤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 
을 확인합니다.

EXIT

ABS SETTING
MAP SETTING
TC SETTING

RIDER ABS SETTING

ROAD
TRACK

RESET TO DEFAULTS

OFF

로드 ABS 설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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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 모드 구성
각 라이딩 모드에 사용할 수 있는 ABS, MAP 및 
TC 옵션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딩 모드

레인 로드 스포츠 트랙 라이더

ABS	(Antilock	Braking	System)

로드

트랙1

꺼짐 메뉴에서 메뉴에서 메뉴에서

맵(스로틀 반응성)

레인

로드

스포츠

트랙1

TC(트랙션 콘트롤)

레인

로드

스포츠

트랙1

꺼짐 메뉴에서 메뉴에서 메뉴에서

1	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기호 설명

기본값 (공장 초기 세팅)

옵션 선택 가능

옵션 선택 불가

바이크 셋 업 - 방향 표시등
방향 표시등 자동 꺼짐 기능을 자동 혹은 수동으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자동 꺼짐 기능을 끕니다. 방향 표시등은 직접 
방향 표시등 스위치를 사용해 꺼야 합니다.

자동
자동 꺼짐 기능을 켭니다.
방향 표시등은 8초 동안 그리고 65미터를 달릴 
때까지 켜집니다.
원하는 설정 선택 방법: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바이크 셋 업 

을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 
릅니다.

 • 방향 표시등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자동 또는 
수동을 스크롤 합니다.

 • 원하는 자동 꺼짐 기능을 선택한 다음 조 
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EXIT

BIKE SET UP

SERVICE
TC
ABS
INDICATORS

INDICATORS

MANUAL
AUTOMATIC

선택이 되면 디스플레이는 바이크 셋 업 디스플 
레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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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셋 업 - ABS
ABS는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A 
BS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 시킬 수 없으며, 시 
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 기본 라이딩 모드를 설정하면 
ABS가 활성화됩니다.
원하는 설정 선택 방법: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바이크 셋 업 

을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 
릅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ABS를 선택 
합니다.

RIDING MODES
BIKE SET UP
TRIP SET UP
DISPLAY SET UP

EXIT

MAIN MENU

LAP TIMER

BIKE SET UP

SERVICE
TC
ABS
INDICATORS

RESET TO DEFAULTS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ENABLE 
D(활성화 됨)과 DISABLED(비활성화 됨)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IT

BIKE SET UP

SERVICE
TC
ABS
INDICATORS ENABLED

DISABLED

ABS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 
합니다.

선택이 되면 디스플레이는 바이크 셋 업 디스플 
레이로 돌아갑니다.

바이크 셋 업 - 트랙션 콘트롤 (TC)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트랙션 콘트롤은 영구적으로 비 
활성화 시킬 수 없으며,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 
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 
기본 라이딩 모드를 설정하면 트랙션 콘트롤이 
활성화됩니다.
원하는 설정 선택 방법: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바이크 셋 업 

을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 
릅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TC를 선택 
합니다.

RIDING MODES
BIKE SET UP
TRIP SET UP
DISPLAY SET UP

EXIT

MAIN MENU

LAP TIMER

BIKE SET UP

SERVICE
TC
ABS
INDICATORS

RESET TO DEFAULTS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ENABL 
ED(활성화 됨)과 DISABLED(비활성화 됨 
)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IT

BIKE SET UP

SERVICE
TC
ABS
INDICATORS ENABLED

DISABLED

TC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 
합니다.

선택이 되면 디스플레이는 바이크 셋 업 디스플 
레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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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셋 업 - 서비스
서비스 주기는 거리와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서비스 주기 검토 방법 :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바이크 셋 업 

을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 
릅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SERVICE(서 
비스)를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르면 서비스 정 
보가 표시됩니다.

EXIT

BIKE SET UP

SERVICE
INDICATORS

SERVICE
5450 mi
01-01-2017 (335 DAYS)

트립 셋업
트립 셋 업 메뉴는 트립 미터를 구성 할 수 있게 
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세 가지입니다:
 • TRIP 1 RESET(트립 1 재설정)
 • TRIP 2 RESET(트립 2 재설정)
 • TRIP 2 DISPLAY(트립 2 디스플레이)
각 트립 미터는 각각 자동 혹은 수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각 트립 미터의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트립 2 미터는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 
습니다. 만약 트립 2를 비활성화하면 더 이상 
정보창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트립 미터의 수동 재설정은 라이더가 직접 선택 
한 트립 미터에만 적용됩니다. 트립 재설정은 
3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동 재설정은 각 트립 미터를 미리 설정된 시간 
에 맞춰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동으로 트립 미터를 재설정하려면 46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트립 미터를 자동적으로 재설정하려면 46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트립 2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려면 47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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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 셋업 - 수동 재설정
트립 미터를 수동으로 재설정하는 방법: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 
치를 ON에 위치시키고 트립 셋업 메뉴를 선택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TRIP SET UP 

(트립 셋 업)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TRIP 1 RESE 
T(트립 1 재설정)이나 TRIP 2 RESET(트 
립 2 재설정)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MANUAL(
수동)을 선택합니다.

  가능한 두 개의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SET NOW AND CONTINUE 

(지금 재설정하고 계속)
 – CONTINUE WITHOUT RESET 

(재설정 없이 계속)

EXIT

MAIN MENU
MANUAL
AUTOMATIC

RESET NOW AND CONTINUE
CONTINUE WITHOUT RESET

MANUAL

RESET NOW AND CONTINUE(지금 재설정하 
고 계속)를 선택하면 현재 선택된 트립 미터의 
모든 데이터 값을 재설정하고, 트립 미터는 
라이더가 직접 수동으로 조작할 때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원하는 옵션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을 상/하로 움직여 하위 메뉴를 
스크롤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 
하십시오.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트립 셋업 - 자동 재설정
트립 미터를 자동 재설정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 
치시키고 트립 셋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TRIP SETUP(

트립 셋업)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TRIP 1 RE 
SET(트립 1 재설정)이나 TRIP 2 RESET(
트립 2 재설정)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 
터 버튼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AUTOMA 
TIC(자동)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 
튼을 누릅니다.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타이머를 선 
택하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 
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선택된 시간은 트립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시동을 끄고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면 트립 미터 
는 0으로 재설정 됩니다.

EXIT

TRIP 1 RESET
MANUAL
AUTOMATIC

AUTOMATIC
1 HR
2 HRS
4 HRS
8 HRS
12 HRS
16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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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는 트립 미터 자동 재설정 기능의 두 
가지 예시를 보여줍니다.

시동을 껐을 때 설정된 시간 트립 미터 0으 
로 재설정되는 
시기

10:30 4시간 14:30
18:00 16시간 10:00 

(다음날)

트립 2 활성화/비활성화
트립 메뉴를 선택 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TRIP SETUP(

트립 셋업)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트립 셋 업 

메뉴를 표시되게 합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TRIP 2 디 

스플레이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 
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ENABLE 
D(활성화 됨)과 DISABLED(비활성화 됨)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 
을 누릅니다.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TRIP SET UP

EXIT

TRIP 1 RESET

TRIP 2 DISPLAY
TRIP 2 RESET

TRIP 2 DISPLAY
ENABLED
DISABLED

디스플레이 셋 업 - 스타일과 테마

참고:
•	 테마는 스트리트 트리플 RS 모델 전용입 

니다.

스타일 또는 테마를 선택 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 
치시켜야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DISPLAY SET 

UP(디스플레이 셋업)을 선택하고 조이스 
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 스타일 또는 테마(장착시) 메뉴에서 조이 
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 스트리트 트리플 RS: 조이스틱의 상/하 버 
튼으로 테마를 스크롤 합니다.

 • 원하는 테마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 모든 모델: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으로 스 
타일을 스크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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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 
터 버튼을 누릅니다.

EXIT

THEME
THEME 1
THEME 2

THEME
AUTO
STYLE 1
STYLE 2
STYLE 3

테마와 스타일 메뉴 (스트리트 트리플 RS)

EXIT

STYLE
DISPLAY SET UP

AUTO
STYLE 1

STYLE

STYLE 2
STYLE 3

스타일 메뉴 (스트리트 트리플 R 및 스트리트 
트리플 R (LRH))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새로운 테마 혹은 스타일이 저장됩니다. 홈 버튼 
을 눌러 빠져나옵니다.

디스플레이 셋 업 - 밝기
다음의 두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조도(낮 모드)

 • 낮은 조도(밤 모드))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DISPLAY SET 
UP(디스플레이 셋업)을 선택하고 조이스 
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BRIGHTNES 
S (높은 조도) 또는 BRIGHTNESS(낮은 
조도)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BRIGHTNESS
(LOW CONTRAST)

9

8

7

6

5

4

3

2

1

밝기 (낮은 조도) 표시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밝기 정도를 조 
정합니다.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밝기를 확 
인합니다.
홈 버튼을 눌러 계기반 메인 화면으로 되돌아 갑 
니다.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사용해 밝기를 
조정합니다.

참고:
•	 밝은 햇빛에서는 낮은 밝기 설정이 무시되 

어 언제나 계기반이 잘 보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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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셋 업 - 정보창 표시
정보창 표시 기능은 정보창에 표시할 정보 내용 
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창 표시를 선택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 
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 
켜야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디스플레이 셋 업 메뉴에서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VISIBLE TRAY(정보창 표시)
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 
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표시할 정보 
창을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표시 가능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옵션이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스크롤 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정보창에 표 
시할 것을 선택 또는 선택 해제합니다.

  선택된 정보창은 체크 표시가 보여집니다. 
체크가 되지 않은 정보는 정보창에 표시되 
지 않습니다.

EXIT

DISPLAY SET UP

LANGUAGE
SET UNITS

THEME
BRIGHTNESS (High Contrast)

SET CLOCK

BRIGHTNESS (Low contrast)
VISIBLE TRAY

SET DATE

TRIP 1
TRIP 2
FUEL STATUS
ODO SERVICE
CONTRAST
STYLE

VISIBLE TRAY

LAP TIMER
COOLANT

디스플레이 셋 업 - 언어
이 기능은 계기반에 표시할 다양한 언어를 선택 
할 수 있게 합니다.
언어 메뉴를 선택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셋 

업 메뉴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 
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LANGUAGE 
S(언어)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표시 가능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옵션이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스크롤 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원하는 언어 
를 선택 또는 선택해제 합니다.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서 희망한 선택을 
확인합니다.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EXIT

DISPLAY SET UP

LANGUAGE
SET UNITS

THEME
BRIGHTNESS (High Contrast)

SET CLOCK

LANGUAGE
ENGLISH

ESPANOL
ITALIANO
DEUTSCH
FRANCAIS

BRIGHTNESS (Low contrast)
VISIBLE TRAY

SET DATE

NEDERLANDS
PORTUGUES
SVEN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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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셋 업 - 단위 설정
이 기능은 계기반에 표시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단위를 설정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 
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 
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셋 

업 메뉴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 
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SELECT UNI 
TS(단위 선택)을 선택한 다음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단위 설정을 변경하려면 조이스틱의 상/하 버 
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옵션(이코노미, 온도 또 
는 압력)을 선택한 다음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 
을 눌러 확인합니다.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사용해 단위를 선택한 다음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코노미 :
 • MPG (UK)
 • MPG (US)
 • L/100KM
 • KM/L
압력 :
 • °C
 • °F
Pressure:
 • PSI
 • bar
 • KPa

디스플레이 셋 업 - 시간 설정

이 기능은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시간을 설정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 
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 
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셋 

업 메뉴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 
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SET CLOCK(
시간 설정)을 선택한 다음 조이스틱의 센 
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 가능한 
옵션을 표시합니다.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12시간 기준이 
나 24시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시간 표시는 12
시간이나 24시간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시간 
단위 설정을 마치면 계기반은 SET CLOCK(
시간 설정)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HOUR(시간)나 
MINUTE(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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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설정 방법:
 • 계기반에서 HOUR(시간)을 선택하고 조 

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르면 HOUR(시 
간)에 체크 가 표시됩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설 
정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 
합니다.

EXIT

LANGUAGE
SET UNITS

THEME
BRIGHTNESS (High Contrast)

SET CLOCK

DISPLAY SET UP
12HR

MINUTE
HOUR
24HR

SET CLOCK

15:40

BRIGHTNESS (Low contrast)
VISIBLE TRAY

SET DATE

분 설정 방법:
 • 계기반에서 MINUTE(분)을 선택하고 조 

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르면 MINUTE(분 
)에 체크 가 표시됩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설 
정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 
합니다.

EXIT

LANGUAGE
SET UNITS

THEME
BRIGHTNESS (High Contrast)

SET CLOCK

DISPLAY SET UP
12HR

MINUTE
HOUR
24HR

SET CLOCK

15:40

BRIGHTNESS (Low contrast)
VISIBLE TRAY

SET DATE

디스플레이 셋 업 - 날짜 설정
이 기능은 날짜를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날짜를 설정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 
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 
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셋 

업 메뉴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 
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SET DATE(날 
짜 설정)을 선택한 다음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DATE FOR 
MAT(날짜 형식)을 표시합니다.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DD-MM-YYYY, 
MM-DD-YYYY 혹은 YYYY-MM-DD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날짜 표기 방식이 한번 계기 
반에 표시되고 SET DATE 메뉴로 돌아갑니다.

참고:
•	 선택된 옵션은 체크로 표시됩니다.

날짜를 설정하려면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 
러 DAY(일자), MONTH(월), YEAR(연도)를 선 
택합니다.
 • YEAR(연도)를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르면 YEAR(연도)가 계기반에 표 
시되고 깜빡입니다.

 •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현재 연도 
를 설정한 다음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MONTH(월)과 DAY(일자)를 설정하는 방법은 
앞서 실시한 연도 설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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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타이머 - 스트리트 트리플 RS 전용
랩 타이머를 설정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LAP TIMER(

랩 타이머)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ART SESSION(세션 시작)
 • REVIEW(검토) (검토는 랩 타이머에 데이 

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랩 타이머 - 세션 시작
이 기능은 라이더가 랩 타이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가능한 옵션은 AUTO LAP DISTANCE(자동 랩 
간격), FIXED LAP DISTANCE(고정된 랩 간격) 
입니다.
자동 랩 간격은 모터사이클의 적산계를 사용하 
여 랩 거리와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랩 간격 
은 +/-50 미터의 오차가 있습니다.
고정된 랩 간격은 라이더가 정확한 랩 거리를 
야드나 미터로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랩 타이 
머는 설정된 거리와 자동 랩 거리와 비교하여 
정확한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고정된 랩 간격 설정은 각 랩의 평균 속도를 계 
산하는데 사용됩니다. 랩 타이머는 설정한 거 
리와 각 랩의 끝에서 이동한 실제 거리를 비교 
하여 가장 정확한 거리를 사용해 랩 타임과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자동 랩 간격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사용해 AUTO LAP DI 
STANCE(자동 랩 간격)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랩 타이머 세션을 시작합니다.

EXIT

LAP TIMER

REVIEW
START SESSION

START SESSION
AUTO LAP DISTANCE
FIXED LAP DISTANCE

고정 랩 간격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사용해 FIXED LAP DI 
STANCE(고정 랩 간격)을 선택하고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누릅니다. UNIT(단위)와 SET 
DISTANCE(간격 설정)이 메뉴에 표시됩니다.

단위

EXIT

START SESSION

FIXED LAP DISTANCE

FIXED LAP DISTANCE
METRESAUTO LAP DISTANCE
Y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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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 설정
라이더는 수동으로 간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조이스틱의 좌/우, 상하 버튼을 사용해 미 

터나 야드의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EXIT

SET DISTANCE

FIXED LAP DISTANCE
UNIT

SET DISTANCE
METRES
YARDS

랩 타이머를 시작하는 방법은 40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랩 타이머 - 검토
이 기능은 저장된 세션의 기록을 라이더가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52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LAP TIMER - REVIEW(랩 타이머 - 검토)를 선 
택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 
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LAP TIMER(

랩 타이머)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REVIEW(검 
토) 메뉴를 선택합니다.

RIDING MODES
BIKE SET UP
TRIP SET UP
DISPLAY SET UP

EXIT

MAIN MENU LAP TIMER
START SESSION
REVIEW

LAP TIMER
RESET TO DEFAULTS

랩 타이머 검토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저장된 세션 
을 표시합니다.

 • 원하는 세션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조이스 
틱의 상/하 버튼을 사용해 메뉴를 스크롤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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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원하는 세션 
을 선택하고 저장된 랩 타임을 조이스틱의 
상/하 버튼을 눌러 검토합니다.

  세션은 날짜와 시간에 따라 저장됩니다.
REVIEW
START 08:43 31/01/17
START 09:52 31/01/17
START 10:12 31/01/17

LAP 1 05.05 58.1 mph
LAP 2 04.59 61.2 mph

SESSION 1

EXIT

저장된 세션 검토

참고:
•	 랩 타이머는 총 5개의 세션과 각 세션 당 2 

4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에 도 
달하면 이전 세션을 덮어 씁니다.

•	 저장된 랩 타이머 세션을 모두 삭제하려면 
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으로 재설정
이 기능은 메인 메뉴에 표시되는 계기반 설정을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화면을 설정하려면 모터사이클이 정 
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 
시켜야 합니다.
 • 홈 버튼을 눌러 메인 메뉴가 표시되게 합 

니다.
 • 조이스틱의 하 버튼을 눌러 RESET TO D 

EFAULTS (기본값으로 재설정)를 선택한 
후 조이스틱의 센터 버튼을 눌러 확인합 
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 메인 메뉴의 세팅 값과 데이터가 공장 출 

고 당시의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 라 
이딩 모드, 인디케이터 셋 업, 트립 컴퓨터, 
표시 정보창, 언어, ABS, 트랙션 콘트롤, 
스타일과 계기반 밝기, 랩 타이머 설정과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취소
 • 메인 메뉴의 세팅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계기반은 이전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RIDING MODES
BIKE SET UP
TRIP SET UP
DISPLAY SET UP

EXIT

MAIN MENU RESET TO DEFAULTS
CONFIRM
CANCEL

LAP TIMER
RESET TO DEFAULTS



계기반

55

계기반 포지션 조정

경고
계기반의 포지션을 올바르지 않게 조정하고 
모터사이클을 운행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계기반은 라이딩을 할 때 계기 
반의 시인성을 나쁘게 하며 라이더의 집중력 
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터사이클 
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 
다.
라이딩을 하기 전에는 항상 계기반이 올바르 
게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라이딩 중에는 절대로 계기반을 닦거나 조정 
하지 마십시오. 라이딩 중 핸들바에서 손을 때 
게 되면 라이더의 모터사이클 제어 능력이 저 
하될 수 있습니다.
라이딩 중 계기반을 닦거나 조정하게 되면 모 
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기반을 닦거나 조정하는 것은 모터사이클을 
완전히 정차한 후에만 시도하십시오.

주의
계기반을 직접적으로 누르지 마십시오.
계기반의 조정은 조정 핸들을 통해서만 이뤄 
져야 합니다.
계기반을 직접적으로 누르게 되면 파손의 위 
험이 있습니다.

계기반은 조정이 가능하여 계기반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기반 조정 방법:

참고:
•	 계기반의 위치를 조정하려면 엄지와 손가 

락을 이용해 적당한 힘을 사용해야 합니 
다.

조정 핸들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의 시야 
를 가리지 않도록 계기반을 배치시키십시오.

1

1.	 조정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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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액정 디스플레이) 계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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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계
2.	 서비스 주기 안내등
3.	 속도계
4.	 연료 게이지
5.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 (MIL)
6.	 기어 체인지 표시등
7.	 좌측 방향 표시등
8.	 ABS 경고등
9.	 회전계 레드존
10.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TPMS 장착시)
11.	 우측 방향 표시등
12.	 중립 표시등
13.	 하이빔 표시등
14.	 연료 부족 경고등

15.	 알람/이모빌라이저 상태 표시등 
(알람은 액세서리 키트)

16.	 트랙션 컨트롤(TC) 비활성화 경고등
17.	 트랙션 컨트롤 (TC) 표시등
18.	 회전계
19.	 냉각수 과열 경고등
20.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
21.	 트립 미터 표시등
22.	 라이딩 모드 표시등
23.	 타이어 공기압 디스플레이(TPMS 장착시)
24.	 기어 포지션 심볼
25.	 냉각수 온도 디스플레이
26.	 SET(셋) 버튼
27.	 SCROLL(스크롤) 버튼

계기반 레이아웃

TC
TC

22 02 19 18 17 16

14

15

13

122 3 4 5 6 7 8 9 10 11

212352 42

26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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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
은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렸을 때에는 
켜져야 하지만 엔진이 가동 중일 때 점등되어서 
는 안됩니다.
엔진 가동 시에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이 
점등된다면, 이는 엔진 관리 시스템이 제어하는 
시스템 중 하나 이상에서 문제가 일어났음을 의 
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엔진 관리 시스템 
이 고장 보호 모드(limp-home)로 변환되며, 
엔진 가동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면 여정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경고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이 켜진 상 
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 
동안 주행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상태에서는 
엔진 성능이나 배기 가스 배출 및 연료 소비량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진 성능이 저하되면 정상적인 라이딩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 
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 
하여 엔진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참고:
•	 만약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렸을 

때,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MIL)이 
깜빡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 문의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 
로잡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엔진의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

엔진의 시동이 걸려있을 때, 엔진 오 
일의 압력이 위험스러울 정도로 낮다면 회전계 
의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켜집니다.

주의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켜졌다면 즉시 엔진 
의 시동을 끄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잡 
을 때까지 절대로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엔진 
을 작동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이 발생될 수 있 
습니다.

참고:
•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렸을 때, 엔 

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 오 
일 저압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계기반

59

냉각수 과열 경고등

엔진이 돌고 있을 때 엔진 냉각수의 
온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게 되면, 냉각수 과 
열 경고등이 점등되고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정 
보창에 표시됩니다.

주의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점등되면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엔진을 작동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 
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모빌라이저 /  알람 표시등

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에 장착된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은 이그니션 스위치를 껐 
을 때 작동됩니다.

도난 방지 알람이 장착되지 않았을  때
이그니션 스위치가 꺼지면 이모빌라이저 표시 
등이 24시간 동안 점멸되면서 엔진 이모빌라이 
저가 켜져 있음을 표시합니다. 이그니션 스위 
치를 켜면 이모빌라이저 표시등이 꺼지면서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해제됩니다.
만약 이모빌라이저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의 오작동을 의심할 수 있 
으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 
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 
문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도난 방지 알람이 장착되었을 때
이모빌라이저와 도난 방지 알람 표시등은 순정 
트라이엄프 도난 방지 알람의 지침에 따른 조건 
이 충족될 때에만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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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Anti-Lock Brake System) 
경고등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켰 
을 때, 정상일 경우에는 ABS 경고등이 켜졌다가 
꺼집니다. 경고등은 시동을 걸었을 때에도 켜져 
있으며 달리기 시작했을 때 시속 10km/h에 도 
달하면 꺼집니다.

참고:
•	 ABS 시스템에 이상이 있다면 트랙션 콘트 

롤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ABS 경고등이 
켜지면 트랙션 콘트롤과 MIL 경고등도 함 
께 점등됩니다.

경고등은 고장이 아니라면 엔진 시동을 다시 걸 
기 전 까지 점등되지 않습니다.
라이딩 중 경고등이 켜지면 ABS에 점검이 필요 
한 오작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고
만약 ABS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ABS 미장착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계속 작동됩니다. ABS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 
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시 
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 
문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사 
용하면 바퀴가 잠겨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1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트랙션 콘트롤(TC) 표시등

트랙션 콘트롤(TC) 경고등은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강 
한 가속 시 혹은 노면이 젖고 미끄러운 상태에서 
리어 휠의 미끄러짐을 제어하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고
트랙션 콘트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노면이 
젖고 미끄러운 상태에서는 가속을 하거나 코 
너링을 할 때 리어 휠이 헛돌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표시 
등(MIL)과 트랙션 콘트롤 경고등이 켜진 상태 
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 
시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가속과 코너링을 시도 
하는 경우, 리어 휠이 헛돌게 되어 모터사이 
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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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션 콘트롤 표시등 작동:

트랙션 콘트롤 켜짐:
 • 정상적인 라이딩 상황에서는 표시등이 꺼 

져있습니다.
 • 표시등이 빠르게 점멸하는 경우, 노면이 

젖고 미끄러운 상태이거나 강한 가속 시에 
리어 휠이 헛도는 것을 제한하는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나타냅 
니다.

트랙션 콘트롤 꺼짐:
트랙션 콘트롤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대신 
트랙션 콘트롤 해제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6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만약 ABS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트랙션 

콘트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A 
BS, 트랙션 콘트롤, MIL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트랙션 콘트롤 비활성화 경고등

트랙션 콘트롤 비활성화 경고등은 트 
랙션 콘트롤 기능을 껐거나 기능 불량이 아니라 
면 켜지지 않습니다. 만약 라이딩 중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면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한 오작동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방향 표시등

방향 표시등은 방향 전환 표시등 스위 
치를 좌/우로 전환했을 때 표시되며 비상등은 
방향 표시등과 같은 속도로 점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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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비상등을 켜거나 끄려면 비상등 스위치를 누르 
면 됩니다.
비상등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그니션 스 
위치는 ON에 위치해야 합니다.
비상등은 이그니션 스위치가 PARK(주차)에 위 
치해 있을 때에도 비상등 스위치를 다시 한 번 
누를 때까지 켜져 있습니다.

하이빔 스위치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에 위치해있을 
때, 헤드라이트 딥 스위치를 HIGH BEAM(하이 
빔)으로 설정하면 하이빔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연료 잔량 경고등

연료 탱크에 약 4.5리터의 연료가 남 
아있을 때, 연료 잔량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중립

중립 경고등은 기어가 중립(기어가 선 
택되지 않음) 상태일 때 점등됩니다. 이 경고등 
은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의 위치에 있을 때, 기 
어가 중립일 경우 점등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TPMS 장착시)

참고:
•	 TPMS는 모든 모델에 옵션으로 장착이 가 

능한 액세서리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은 타이어 공기 
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와 함께 작동됩니 
다.(102페이지 참조)
이 경고등은 프론트 또는 리어 타이어의 공기 
압이 권장 공기압 미만일 때만 점등됩니다. 타이 
어에 공기압이 충분한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습 
니다.
경고등이 점등되면 자동적으로 계기반 정보창 
에 TPMS 심볼과 함께 공기압이 부족한 타이어 
와 공기압이 표시됩니다.

1 2 3 4

5

1.	 TPMS 심볼
2.	 프론트 타이어 표시등
3.	 리어 타이어 표시등
4.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5.	 타이어 공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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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이 켜졌을 때의 타이어 공기압은 20°C의 
온도를 기준으로 보정한 것이지만, 정보창에 
표시되는 실제 공기압은 다를 수 있습니다. (16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정보창에 표시된 
실제 공기압이 표준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경 
고등이 표시될 수 있으며, 공기압이 낮게 표시 
되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펑크입니다.

경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점등되면 즉시 모터 
사이클을 멈추십시오.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적정 수준인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모터사이 
클을 운행하지 마십시오.

속도계 및 적산계
속도계는 본 모터사이클의 속도를 표시합니다.
적산계는 본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린 총 거리를 
표시합니다.

회전계

주의
엔진 회전수를 레드존까지 끌어올려 사용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회전계는 엔진의 분 당 회전수(r/min)를 표시 
합니다. 회전계의 끝 부분이 레드존입니다.
레드존에 도달하는 엔진 회전수는 최대 권장 
엔진 회전수보다 높으며, 엔진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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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포지션 디스플레이

1

1.	 기어 포지션 디스플레이(중립 위치 표시)

기어 포지션 디스플레이는 어떤 기어(1~6단)가 
들어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트랜스미션이 중립(
기어가 선택되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N을 
표시합니다.

1

1.	 기어 포지션 디스플레이(1단 기어일 때)

냉각수 온도 게이지

1

1.	 냉각수 온도 게이지

냉각수 온도 게이지는 엔진 냉각수의 온도를 표 
시합니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켜면 8개의 막대가 계기반에 
표시됩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 
면 계기반에는 하나의 막대가 표시됩니다. 온도 
가 오르면 더 많은 막대가 계기반에 표시됩니다. 
엔진이 뜨거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온도 
에 맞는 개수의 막대가 계기반에 표시됩니다.
정상 상태의 냉각수 온도 범위는 3~5개의 막대 
사이입니다. 만약 냉각수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 
다면 계기반에는 8개의 막대가 표시되고, 깜빡 
이게 됩니다. 회전계 안의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켜지게 됩니다.

주의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점등되면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오류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엔진을 작동하면 심각한 엔진 손상 
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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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게이지

1

2

1.	 연료 게이지
2.	 SET(셋) 버튼

연료 게이지는 연료 탱크 안의 잔여 연료를 표시 
합니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켜면 연료 탱크 안의 잔여 
연료량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총 8개의 
막대가 표시되며, 연료 탱크가 비어있을 때에는 
막대가 하나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게 
이지 표시는 연료량이 가득 찬 상태와 비어있는 
상태의 사이를 표시합니다.
연료 잔량 경고등은 연료 탱크 안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이 약 4.5리터일 때 표시되며, 이 경우 
가능한 가까운 곳에서 재급유 하십시오. 이 때, 
트립 미터 디스플레이가 표시되면 주행 가능 거 
리가 표시될 때까지 SET(셋)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연료를 재급유 한 후, 다시 달리게 되면 연료 
게이지와 주행 가능 거리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 
다. 라이딩 스타일에 따라 정보 업데이트가 최대 
5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기반 SCROLL/SET(스크롤/셋) 버튼

SCROLL(스크롤) 버튼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계기반 
에 표시된 메뉴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SCROLL(스크롤) 버튼은 계기반에서 다음의 기 
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셋업 (SEtUP)

 – 트랙션 콘트롤 (ttc), 65페이지 참조
 – 시간 조정(t-SEt), 66페이지 참조
 – 서비스 주기 안내(SIA), 

67페이지 참조
 – 기어 체인지 표시등(SHIFt),  

68페이지 참조
 – 단위(UnitS), 70페이지 참조

 • 리턴 (REtURn)

SET(셋) 버튼
SET(셋) 버튼을 누르면 계기반에 표시된 메뉴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랙션 콘트롤(TC) 비활성화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트랙션 콘트롤은 영구적으로 비 
활성화 시킬 수 없으며,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 
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경고
트랙션 콘트롤이 비활성화 된 경우에는 트랙 
션 콘트롤 기능 없이 모터사이클을 정상적으 
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젖거나 미끄러 
운 노면에서 지나치게 강하게 가속하면 리어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 있으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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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션 콘트롤 비활성화 방법
트랙션 콘트롤 비활성화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터 사이클이 정차된 상태에서 이그니션 스위 
치를 ON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계기반에 SEtUP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 
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그 다음 SET(셋) 
버튼을 누릅니다.
계기반에 ttc가 표시됩니다.
셋 버튼을 누르면 ON 또는 OFF가 표시됩니다.
계기반에 OFF가 표시될 때까지 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셋 버튼을 누르면 TC 시스템이 비활성화 됩니 
다: TTC OFF가 2초간 표시되고 TC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트랙션 콘트롤 꺼짐 상태

트랙션 콘트롤 활성화 방법
TC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TC 비 
활성화 방법을 반복하여 ON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그니션을 껐다가 다시 켜 
면 TC가 활성화 됩니다.

시간 조정 - t-SEt

경고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중에는 절대로 시간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 
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려면 모터사이클을 정차한 상태 
에서 기어를 중립에 넣고 이그니션을 ON에 
위치시킵니다. SEtUP(셋업)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t- 
SEt 가 표시될 때까지 SET(셋) 버튼을 눌렀다 
뗍니다.
SET(셋) 버튼을 반복하여 누르면 24 Hr 또는 
12 Hr 가 표시됩니다.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간 표시 방식을 선택하고 SET(
셋)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 표시창이 깜박이기 
시작하고 Hour가 계기반에 표시됩니다.
시간 표시를 재설정하려면 시간 표시가 계속 점 
멸하고, Hour가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 
하십시오.
각각 개별적으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자리씩 
설정을 변경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계 
기반에서 한 자리 단위에서 스크롤됩니다.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면 SET(셋) 버튼을 누릅 
니다. 분 표시가 점멸하기 시작하고 계기반에 
Min이 표시됩니다. 분 단위의 설정 방법은 시간 
단위의 설정 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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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분이 모두 정확하게 설정되면 SET(셋)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t-SEt가 계기반에 표 
시됩니다. 계기반에 REtURN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롤) 버튼을 누른 다음 SET(셋) 버 
튼을 누릅니다.

3

4

5 1 2

1.	 시간 표시
2.	 분 표시
3.	 디스플레이 스크린 

(시간 조정을 위해 Hour가 선택된 상태)
4.	 SET(셋) 버튼
5.	 SCROLL(스크롤) 버튼

서비스 주기 안내 (SIA)
서비스 주기 안내는(SIA)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 
전까지 남아있는 주행 거리나 시간을 표시합니 
다. 남아있는 거리가 0km이거나 남은 시간이 0
일 경우, 서비스 주기 안내가 표시되고, 트라이 
엄프 공인 딜러가 이 시스템을 재설정하기 전까 
지 서비스 심볼이 계속 표시됩니다.
서비스 주기를 넘어서게 되면 거리는 마이너스 
로 표시됩니다.

1

2

1.	 서비스 표시등
2.	 남은 거리

이그니션 스위치가 켜졌을 때, 다음 서비스까지 
의 거리가 800km 이하이면 서비스 심볼이 3초 
동안 표시되고 시계는 다음 서비스까지 남은 거 
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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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 체인지 표시등 설정

참고:
•	 아이들링 상태에서 표시등이 작동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해서 기어 체인지 표시등은 
3,500rpm 이하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어 체인지 표시등을 변경하려면 모터사이클 
을 정차한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넣고 이그니 
션을 ON에 위치시킵니다.
SEtUP(셋업)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 
롤) 버튼을 눌렀다가 뗀 다음, SET(셋)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모드가 표시되고, 해당 기어 체인지 표시 
등이 점등됩니다.
원하는 기어 체인지 표시등 모드가 표시될 때까 
지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뗀 다음, 
SET(셋) 버튼을 누릅니다. 계기반은 다음의 순 
서로 스크롤 됩니다:
 • 6 (6 LED 모드):
 • 3 (3 LED 모드):
 • SE (시퀀셜 모드):
 • OFF (기어 체인지 표시등 꺼짐).

참고:
•	 본 모터사이클은 공장 출고 시, 기어 체 

인지 표시등은 3,500rpm에서 6 LED 모 
드로 설정되었습니다.

1

4 2

3

1.	 기어 체인지 표시등
2.	 디스플레이 스크린(6모드 상태)
3. SCROLL(스크롤) 버튼
4. SET(셋) 버튼

기어 체인지 표시등 모드가 선택되면 회전계의 
바늘이 현재 설정된 위치로 돌아갑니다. 현재 
설정된 단위가 점멸하고 rpm이 디스플레이 스 
크린에 표시됩니다.

TC
TC

2

3 1

1.	 현재 설정 단위
2.	 SCROLL(스크롤) 버튼
3.	 SET(셋)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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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엔진 속도 변경
엔진 속도 설정을 변경하려면 스크롤 버튼을 
누릅니다. SCROLL(스크롤) 버튼을 누를 때마 
다 최대 rpm 한계까지 500rpm씩 증가합니다. 
최대 rpm 한계에 도달하면 설정은 3,500rpm
으로 되돌아갑니다. 원하는 설정이 표시되면:
SET(셋) 버튼을 눌러 설정을 확인하면 계기반 
화면에 SHIFt가 표시되고 모든 기어 체인지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계기반 화면에 REtURn이 표시될 때까지 SCR 
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떼고, SET(셋) 버 
튼을 누릅니다.

기어 체인지 표시등을 끄는 방법
기어 체인지 표시등을 끄려면 OFF가 표시될 때 
까지 SELECT(선택) 버튼을 눌렀다가 떼고, 
SET(셋) 버튼을 누릅니다.
SET(셋) 버튼을 누르면 계기반 화면에 SHIFt가 
표시됩니다.
계기반 화면에 REtURn이 표시될 때까지 SCR 
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떼고, SET(셋) 버 
튼을 누릅니다.

1

4 2

3

1.	 기어 체인지 표시등
2.	 디스플레이 스크린(OFF 모드 상태)
3.	 SCROLL(스크롤) 버튼
4.	 SET(셋)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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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변경 - UnitS  
(영국, 미국 또는 미터법)
단위 설정은 총 네 개의 디스플레이 모드 중 선 
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디스플레이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mpg(영국 갤런)
속도계와 적산계가 마일로 표기됩니다. 연료 소 
비율은 영국 갤런 단위로 측정됩니다.

mpg(미국 갤런)
속도계와 적산계가 마일로 표기됩니다. 연료 소 
비율은 미국 갤런 단위로 측정됩니다.

L/100km (미터법)
속도계와 적산계가 킬로미터로 표기됩니다. 연 
료 소비율은 100km를 달리는데 필요한 연료(
리터)로 측정됩니다.

km/L (미터법)
속도계와 적산계가 킬로미터로 표기됩니다. 연 
료 소비율은 연료 1리터 당 달릴 수 있는 킬로미 
터로 측정됩니다.

경고
절대로 모터사이클 주행 중에는 단위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 
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위 변경 방법: 단위를 변경하려면 모터사이 
클을 정차한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넣고 이그 
니션을 ON에 위치시킵니다.
SEtUP(셋업)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 
롤) 버튼을 눌렀다가 뗀 다음, SET(셋) 버튼을 
누릅니다.
UnitS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롤) 버튼 
을 눌렀다가 뗀 다음, SET(셋) 버튼을 누릅니다.

3

1

2

1.	 SCROLL(스크롤) 버튼
2.	 SET(셋) 버튼
3.	 디스플레이 스크린

원하는 설정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SCROLL(스크롤) 버 
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스크롤 됩니다
(스크롤 버튼을 위로 움직이면 역순으로 스크롤 
됩니다):
 • mpg - 영국 갤런
 • mpg US - 미국 갤런
 • L / 100km  - 미터법
 • km / L - 미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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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단위 - TPMS 장착시

1 2

4

3

5

6

1.	 TPMS 심볼
2.	 프론트 타이어 표시등
3.	 리어 타이어 표시등
4.	 타이어 공기압 디스플레이
5.	 스크롤 버튼
6. 셋 버튼

타이어 공기압 표시를 변경하려면 이그니션을 
ON에 위치시킵니다.
SEtUP(셋업)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 
롤)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SET(셋)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계기반 화면에 UnitS가 표시될 때까지 SCROL 
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SET(셋) 버튼을 눌렀다가 떼 공기압 표시를 선 
택하십시오.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BAR 
또는 PSI 사이를 스크롤 합니다.
BAR 또는 PSI를 선택하려면 SET(셋) 버튼을 눌 
렀다가 뗍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선택되면 모 
터사이클이 2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타 
이어 공기압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 PSI 또는 
bAR이 계기반 화면에 표시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화면에서 나가려면 REtURn이 
표시될 때까지 SCROLL(스크롤) 버튼을 눌렀다 
가 뗍니다.
SET(셋)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TRIP(트립) 화 
면으로 되돌아갑니다.

리턴
REtURn을 선택하면 메인 화면으로 되돌아갑 
니다.

트립 미터

1

1.	 트립 미터 화면

경고
모터사이클 운행 중에는 트립 미터 화면 모드 
또는 트립 미터 재설정을 하지 마십시오. 이 경 
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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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 미터 정보를 확인하려면 왼쪽 핸들바 스위 
치 하우징에 위치한 TRIP(트립) 버튼을 눌렀다 
가 뗍니다.

cjxy

1

1.	 TRIP(트립)버튼

화면이 다음의 순서로 스크롤 됩니다:
 • 여정 시간
 • 평균 연료 소비량
 • 순간 연비
 • 평균 속도
 • 적산계
 • 프론트 타이어 공기압 (TPMS 장착시)
 • 리어 타이어 공기압 (TPMS 장착시)
 • 여정 거리
 • 주행 가능 거리
각각의 디스플레이는 트립 미터가 마지막으로 
0으로 재설정된 이후에 계산된 다음의 정보들 
을 제공합니다.

여정 시간
여정을 시작하고 경과된 총 시간

평균 연료 소비량
평균 연료 소비량의 표시. 재설정하면 0.1km 
이상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디스플레이에 ‘ - ‘가 
표시됩니다.

순간 연비
순간적인 연료 소비량 표시.

평균 속도
마지막으로 트립 미터를 재설정하고 난 이후의 
평균 속도. 재설정하면 0.1km 이상으로 변경되 
기 전까지 디스플레이에 ‘ - ‘가 표시됩니다.

적산계
적산계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달린 총 주행거리 
를 표시합니다.

프론트 타이어 공기압
프론트 타이어의 현재 공기압을 표시합니다.

리어 타이어 공기압
리어 타이어의 현재 공기압을 표시합니다.

여정 거리
여정을 시작하고 달린 총 주행 거리.

주행 가능 거리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예상 거리를 나타냅니다.

트립 미터 재설정
트립 미터를 재설정하려면 트립 미터를 선택하 
여 표시한 다음 TRIP(트립) 버튼을 1초 동안 누 
릅니다. 1초 후, 트립 미터가 0으로 재설정 됩니 
다.

참고:
•	 트립 미터를 0으로 재설정하게 되면 여정 

시간, 평균 연비 및 평균 속도 역시 0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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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 모드 선택

경고
라이딩 모드를 선택한 이후에는 교통량이 많 
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세팅에 충분히 익숙해 
진 후 주행을 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모터사이클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익숙해져 있는 라이 
딩 모드의 세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러한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 
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 모드는 모터사이클 운행 중이나 정차 시 
에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MODE(모드) 버튼을 누르면 다음의 순서로 라 
이딩 모드가 표시됩니다:
 • 레인 모드
 • 로드 모드
MODE(모드) 버튼을 누른 후에도 추가적인 스 
크롤이 가능하도록 각 모드 사이에 1초 간 대기 
합니다.
1초 대기 시간이 지나고 모드 전환 조건이 충족 
되면 선택한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참고:
•	 마지막으로 선택한 라이딩 모드는 저장되 

어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의 위치로 돌렸 
을 때 활성화됩니다.

레인 모드
레인 모드는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정상적인 주 
행을 위해서 최적화된 MAP, ABS 및 TC 설정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설정
MAP 레인 - 젖거나 미끄러운 노면 상황 

을 위해 로드 설정에 비해 상대적 
으로 스로틀 반응성이 낮아집니다.

ABS 로드 - 일반 도로 상황에 맞춰진 최 
적의 ABS 설정을 제공합니다.

TC 레인 - 비가 오는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에 최적화된 TC 설정으로 리 
어 휠이 미끄러지는 것을 최소화 
합니다..

로드 모드
로드 모드는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을 위해서 최 
적화된 MAP, ABS 및 TC 설정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설정
MAP 로드- 일반적인 스로틀 반응성.
ABS 로드 - 일반 도로에 맞춰진 최적의 

ABS 설정을 제공합니다.
TC 로드 - 일반 도로에 맞춰진 최적의 

TC 설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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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 모드 선택 - 모터사이클 정차 시
원하는 라이딩 모드가 계기반에 화면에 점멸될 
때까지 좌측 핸들 스위치 하우징에 위치한 MO 
DE(모드) 버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21

1.	 선택된 라이딩 모드(점멸)
2.	 현재(활성화) 라이딩 모드

참고:
•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면 MODE(모드) 버 

튼을 누른 후 1초 뒤에 선택된 라이딩 모드 
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엔진 시동이 꺼진 상태
 •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으로 위치합니다.
 • 엔진 스톱 스위치가 RUN의 위치에 있습 

니다.

엔진 시동 상태
 • 중립 기어 또는 클러치를 당긴 상태.
MAP, ABS 및 TTC 설정이 변경되면 선택한 라 
이딩 모드가 표시되고 이전 모드는 더 이상 표시 
되지 않습니다.

1

1.	 선택된 라이딩 모드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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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 모드 선택 - 모터사이클 운행 중

경고
주행 중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려면 모터사이 
클이 잠시 동안 관성(모터사이클 움직임, 엔진 
회전수, 스로틀 닫음, 클러치 레버 잡음, 브레 
이크 사용안함)으로 주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행 중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 
은 상황에서만 시도하십시오.
낮은 속도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직선이나 평탄한 도로 혹은 노면
좋은 노면 상황과 날씨
모터사이클이 잠시 동안 관성으로 주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곳
 
주행 중  라이딩 모드를 선택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고속
교통량이 많은 곳
코너링 중간이나 굽이친 도로 혹은 노면
가파른 경사의 도로 혹은 노면
모터사이클을 관성으로 주행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곳
 
이 중요한 경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기반에 원하는 라이딩 모드가 점멸할 때까지 
왼쪽 핸들바 스위치 하우징의 MODE(모드) 버 
튼을 눌렀다가 뗍니다.

21

1. 선택된 라이딩 모드(점멸))
2.	 현재(활성화된) 라이딩 모드

MODE(모드) 버튼을 누른 후 30초 이내에 다음 
과 같은 조작을 동시에 수행하면 선택된 라이딩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 스로틀 닫음
 • 클러치 당김
 • 브레이크 사용 안함 (모터사이클이 관성으 

로 주행할 수 있도록)
MAP, ABS 및 TTC 설정이 변경되면 선택한 라 
이딩 모드가 표시되고 이전 모드는 더 이상 표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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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선택된 라이딩 모드

평소처럼 다시 라이딩을 하십시오.

참고:
•	 시스템 중 하나라도(MAP, ABS 및 TTC) 

선택한 라이딩 모드로 지정된 설정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이전 및 선택된 라이딩 
모드 아이콘이 모두 점멸됩니다.

1

1.	 불완전한 라이딩 모드 변경(점멸)

2개의 라이딩 모드 아이콘이 함께 점멸하면 선 
택한 라이딩 모드로 지정된 MAP, ABS 또는 TT 
C 설정이 올바르게 선택되지 않았음을 나타냅 
니다. 이 경우 각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따라 MI 
L, ABS 또는 TTC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습니다.

라이딩 모드 변경이 불완전한 경우 :
 • 안전하게 모터사이클을 멈추십시오.
 • 중립 기어를 넣으십시오.
 • 이그니션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 원하는 라이딩 모드를 선택합니다.
 • 엔진을 재시동하고 계속 주행하십시오.

경고
모터사이클이 운행 중일 때에는 이그니션 스 
위치나 엔진 스톱 스위치를 사용해 엔진을 정 
지시키지 마십시오.
엔진을 정지시킬 때에는 항상 모터사이클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에 넣으십 
시오.
모터사이클이 운행 중일 때 이그니션 스위치 
나 엔진 스톱 스위치를 사용해 엔진을 정지시 
키면 리어 휠이 잠겨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모터사이클이 운행 중일 때에는 이그니션 스 
위치나 엔진 스톱 스위치를 사용해 엔진을 정 
지시키지 마십시오.
엔진을 정지시킬 때에는 항상 모터사이클을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에 넣으십 
시오.
트랜스미션의 윤활 기능은 엔진 시동이 걸렸 
을 때에만 기능합니다. 부적절한 윤활 상태에 
서는 변속기의 손상 및 고착을 유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로 인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켰을 때 

모드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으면, 엔진 스 
톱 스위치가 RUN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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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콘트롤

스로틀 콘트롤
전자식 스로틀 트위스트 그립은 엔진의 전자 제 
어 모듈을 통해 작동됩니다. 케이블에 의해 직접 
적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스로틀 그립은 스로틀을 열기 위해 뒤쪽으로 감 
겨질 때, 저항력이 있습니다. 스로틀 그립이 풀 
리면 내부 리턴 스프링으로 스로틀은 닫힘 포지 
션으로 되돌아가고 스로틀이 닫힙니다.
스로틀 콘트톨은 사용자에 의한 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cjxh

1

1.	 스로틀 닫힘 위치

경고
MIL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시오. 엔진 
관리 시스템 고장 상태에서는 엔진 성능이나 
배기 가스 배출 및 연료 소비량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엔진 성능이 저하되면 정상적인 라이딩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 
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 
하여 엔진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스로틀 콘트롤에 오작동이 있으면 MIL(엔진 관 
리 시스템 고장 표시등)이 켜지고 다음의 엔진 
상태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MIL이 점등되고 엔진 회전수와 개도각 

제한
 • MIL이 점등되고 빠른 아이들링 상태에서 

고장 보호 모드(limp-home) 작동
 • MIL이 점등되고 엔진 시동 불가
위의 상태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 
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엔진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브레이크 사용
스로틀 개도 각도가 낮을 때(약 20 °)에서는 브 
레이크와 스로틀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개도 각도가 높을 때(20 ° 이상)에서 브 
레이크가 2초 이상 걸리면 스로틀이 닫히고 엔 
진 회전 속도가 감소합니다. 정상적인 스로틀 상 
태로 되돌리려면 스로틀을 높고 브레이크를 높 
고 다시 스로틀을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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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션 스위치/스티어링 락

경고
도난 방지 및 안전을 위해 항상 모터사이클을 
세워둘 때에는 이그니션 키를 OFF에 위치시키 
고 키를 제거하십시오.
모터사이클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도로 
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모터사이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고
키를 LOCK 또는 P에 위치시키면 스티어링이 
잠깁니다.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동안 키를 LOCK 또는 
P의 위치로 돌리지 마십시오. 스티어링이 잠길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잠기게 되면 모터사 
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해 파손 
의 위험이 있습니다.

P
U

S H

P

OFF               ON

3

4

5
1

2

1.	 이그니션 스위치/스티어링 락
2.	 ON 포지션
3.	 OFF 포지션
4.	 LOCK 포지션
5.	 PARK 포지션

스위치 작동 
키를 사용하는 이그니션 스위치는 네 개의 포지 
션을 갖고 있습니다. 키는 OFF, LOCK 또는 P(
주차) 위치에 있을 때만 스위치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잠그는 방법 : 스티어링을 완전히 왼쪽 
으로 돌린 후 키를 OFF 위치로 돌린 후 키를 
눌렀다가 뗀 다음 LOCK 위치로 돌리십시오.
주차 : 키를 LOCK 위치에서 P로 돌립니다. 스티 
어링은 잠긴 상태로 유지됩니다.

참고:
•	 스티어링 락을 P에 위치에 두고 오래 동안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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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션 키

경고
키를 추가하거나 키 링 및 키 체인 또는 이그니 
션 키에 장식 등이 부착된 경우 스티어링을 방 
해하여,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타기 전에 이그니션 키에 추가 
된 다른 키, 키 링 및 키 체인 또는 기타 장식물 
들을 제거하십시오.

주의
이그니션 키에 추가된 다른 키, 키 링 및 키 체 
인 또는 기타 장식물이 부착된 경우 모터사이 
클의 도장면이나 광택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타기 전에 이그니션 키에 추가 
된 다른 키, 키 링 및 키 체인 또는 기타 장식물 
들을 제거하십시오.

주의
여분의 키를 모터사이클에 보관하지 마십시 
오. 보안성의 모든 측면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1

cixj

1.	 키 넘버 태그

이그니션 키는 스티어링 록 / 이그니션 스위치 
를 작동시키는 것 이외에도 시트 록과 연료 탱크 
캡을 사용하는데 사용됩니다.
모터사이클이 공장에서 인도될 때, 키 넘버가 
적힌 작은 태그가 포함된 두 개의 키가 제공됩 
니다. 키 넘버를 메모하고 여분의 키와 키 넘버 
태그를 모터사이클과 분리된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키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폰더는 엔진 이모빌라 
이저를 해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모빌라이저 
가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려면 항상 이그니션 
스위치 근처에 이그니션 키 중 하나만 있어야 합 
니다.
이그니션 스위치 근처에 두 개의 이그니션 키가 
있으면 트랜스폰더와 엔진 이모빌라이저 사이 
의 신호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엔 
진 이모빌라이저는 이그니션 키 중 하나가 제거 
될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교체용 키는 항상 공인 딜러로부터 수령하고, 
공인 딜러에 의해 모터사이클의 이모빌라이저 
와 페어링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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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및 클러치 레버 어저스터

스트리트 트리플 RS

경고
모터사이클 라이딩 중에는 절대로 레버를 조 
정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 
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조정한 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에서 새로운 세팅에 충분히 익숙해진 후 주행 
을 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모터사이 
클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익숙 
해져 있는 레버의 세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러한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 
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와 클러치 레버에는 모두 스팬 
어저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저스터를 사 
용하면 핸들바에서 레버까지의 간격을 라이더 
의 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에는 레시오 어저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은 레버 움직 
임으로 더 단단한 느낌을 주거나 많은 레버 움 
직임으로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조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도나 노면 조건 
및 날씨 등의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에는 두 개의 어저스터가 장착되어 있 
습니다.

cjxm

3

1

2

1.	 브레이크 레버
2.	 스팬 어저스터 휠
3. 레시오 어저스터

스팬 어저스터 휠을 사용하면 핸들바에서 레버 
까지의 거리를 라이더의 손에 맞게 조정할 수 있 
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를 조정하려면 스팬 어저 
스터 휠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핸들 
바까지의 거리를 좁히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려 
서 핸들바와의 거리를 늘리십시오.
스팬 어저스터 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에서 핸들바 그립과 레버 사이의 거 
리가 가장 짧습니다.
레시오 어저스터는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푸시 로드를 19 mm에서 21 mm까지 1 mm 
단위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19 
mm는 라이더에게 더 길고 부드러운 브레이킹 
감각을 제공하며 21 mm는 더 짧고 / 단단한 
레버 감각을 제공합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를 조정하려면 레시오 
어저스터를 라이더가 선호하는 위치로 돌리십 
시오. 클릭 소리가 나는 위치로 로터리 휠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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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오 어저스터에는 세 가지 레버 포지션이 
있습니다.
 • 보다 긴 레버 간격으로 부드러운 브레이크 

감각을 위한 19 (19 mm)
 • 중간 정도의 레버 간격으로 보다 단단한 

브레이크 감각을 위한 20 (20 mm)
 • 짧은 레버 간격과 단단한 브레이크 감각을 

위한 21 (21 mm).

참고:
•	 레시오 휠이 고정되면 클릭소리가 들립 

니다.
•	 휠에는 19 - 20 - 21 - 20로 총 4개의 표시 

가 있습니다.
• 레시오 휠을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려 선호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클러치 레버
스팬 어저스터 휠을 사용하면 핸들바에서 레버 
까지의 거리를 라이더의 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cjxn
1

2

1.	 스팬 어저스터 휠
2.	 클러치 레버

레버를 조정하려면 스팬 어저스터 휠을 시계 반 
대 방향으로 돌려서 핸들 바까지의 거리를 좁히 
거나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핸들바와의 거리를 
늘리십시오.
스팬 어저스터 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간 상태에서 핸들바 그립과 레버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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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및 클러치 레버 어저스터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경고
모터사이클 라이딩 중에는 절대로 레버를 조 
정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 
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조정한 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에서 새로운 세팅에 충분히 익숙해진 후 주행 
을 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모터사이 
클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익숙 
해져 있는 레버의 세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러한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 
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와 클러치 레버에는 모두 스팬 
어저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저스터를 사 
용하면 핸들바에서 레버까지의 간격을 라이더 
의 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

cggq

1

2

1.	 브레이크 레버
2.	 어저스팅 스크류

브레이크 레버를 조정하려면 레버를 앞으로 밀 
고 어저스팅 스크류를 돌려 레버와 핸들바 사이 
의 거리를 늘리거나 줄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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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레버

1

3 2

4

1

2

cggr_1

3

1.	 클러치 레버
2.	 어저스터 휠
3.	 삼각형 표시

레버를 조정하려면 레버를 앞으로 누르고 어저 
스터 휠을 돌려 지정된 번호의 위치 중 하나를 
레버 홀더의 삼각형 표시에 맞추십시오.

참고 :
•	 핸들바 그립에서 클러치 레버까지의 거리 

는 4번으로 설정하면 가장 짧고 1번으로 
설정하면 가장 길어집니다. 

브레이크 및 클러치 레버 어저스터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경고
모터사이클 라이딩 중에는 절대로 레버를 조 
정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 
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조정한 후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 
에서 새로운 세팅에 충분히 익숙해진 후 주행 
을 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모터사 
이클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익 
숙해져 있는 레버의 세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와 클러치 레버에는 모두 스팬 
어저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저스터를 사 
용하면 핸들바에서 레버까지의 간격을 라이더 
의 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3 2

4

1

2

cggr_1

3

1.	 레버(클러치 표시)
2. 어저스터 휠
3. 삼각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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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를 조정하려면 레버를 앞으로 누르고 어저 
스터 휠을 돌려 지정된 번호의 위치 중 하나를 
레버 홀더의 삼각형 표시에 맞추십시오.

참고 :
•	 핸들바 그립에서 클러치 레버까지의 거리 

는 4번으로 설정하면 가장 짧고, 1번으로 
설정하면 가장 길어집니다.

•	 핸들바 그립에서 브레이크 레버까지의 거 
리는 5번으로 설정하면 가장 짧고, 1번 
으로 설정하면 가장 길어집니다.

우측 핸들바 스위치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스트리트 트리플 RS

1.	 홈 버튼
2.	 엔진 스타트/스톱 스위치
3.	 스톱 포지션
4.	 런 포지션
5.	 비상등 스위치

스톱 포지션
스톱 포지션은 비상용입니다. 엔진 정지가 필요 
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엔진 스타트/스톱 스 
위치를 STOP에 위치시킵니다.

주의
엔진의 시동을 걸 때가 아니라면 이그니션 
스위 치를 ON의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전기 
부품의 손상과 배터리 방전의 위험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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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엔진 스톱 스위치가 엔진을 정지시키더라 

도 모든 전기 회로가 꺼지지 않으므로 배 
터리 방전의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엔진을 시동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엔진을 정지시킬 때, 이그니션 
스위치만 사용하십시오.

	
런 포지션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려면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에 위치한 상태에서 엔진 스타트/스톱 스위 
치가 런 포지션에 위치해야 합니다.

	
스타트 포지션
스타트 포지션은 전기 스타터를 작동시킵니다. 
스타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러치 
레버를 핸들바 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참고:
•	 클러치 레버를 핸들바 쪽으로 당기더라도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거나 기어가 들 
어간 상태라면 스타터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등

비상등을 켜거나 끄려면 비상등 스위 
치를 눌렀다가 떼면 됩니다.
비상등을 작동시키려면 이그니션 스위치가 ON
에 위치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비상등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누르기 전까지는 이 
그니션 스위치가 OFF에 위치한 상태에서도 비 
상등이 계속 켜집니다.

	
홈 버튼
홈 버튼은 계기반 화면의 메인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홈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계기반 화면과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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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핸들바 스위치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cite_1

4 1

5

2

3

1.	 엔진 스타트/스톱 스위치
2.	 스톱 포지션
3.	 런 포지션
4.	 스타트 포지션
5.	 비상등 스위치

	
스톱 포지션
스톱 포지션은 비상용입니다. 엔진 정지가 필요 
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엔진 스타트/스톱 스 
위치를 STOP에 위치시킵니다.

주의
엔진의 시동을 걸 때가 아니라면 이그니션 스 
위치를 ON의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전기 
부품의 손상과 배터리 방전의 위험이 있습니 
다.

참고:
•	 엔진 스톱 스위치가 엔진을 정지시키더라 

도 모든 전기 회로가 꺼지지 않으므로 
배터리 방전의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다 
시 엔진을 시동시킬 수 없습니다. 일반적 
인 상황에서는 엔진을 정지시킬 때, 이그 
니션 스위치만 사용하십시오.

	
런 포지션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려면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에 위치한 상태에서 엔진 스타트/스톱 스위 
치가 런 포지션에 위치해야 합니다.

	
스타트 포지션
스타트 포지션은 전기 스타터를 작동시킵니다. 
스타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러치 
레버를 핸들바 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참고:
•	 클러치 레버를 핸들바 쪽으로 당기더라도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 있거나 기어가 들 
어간 상태라면 스타터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상등
비상등을 켜거나 끄려면 비상등 스위치를 눌렀 
다가 떼면 됩니다.
비상등을 작동시키려면 이그니션 스위치가 ON
에 위치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비상등 스위치를 다시 한번 누르기 전까지는 이 
그니션 스위치가 OFF에 위치한 상태에서도 비 
상등이 계속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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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핸들바 스위치 - 좌측 핸들바 스위치- 
일본 캐나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스트리트 트리플 RS

3 2

4

1
5

6

1. 모드 버튼
2. 조이스틱
3.	 경적 버튼
4. 방향 표시등 스위치
5.	 하이빔 버튼
6.	 딥 빔/데이타임 러닝 라이트(DRL) 스위치 (

장착시)

모드 버튼
MODE 버튼을 눌렀다 떼면 다기능 디스플레이 
화면의 라이딩 모드 선택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모드 버튼을 더 누르면 사용 가능한 라이딩 모 
드가 스크롤됩니다 (33 페이지 참조).

조이스틱 버튼
조이스틱은 다음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사용됩 
니다:
 • 위 - 메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스크롤 합 

니다.
 • 아래 - 메뉴를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 메뉴를 좌측으로 스크롤 합니다.
 • 메뉴를 우측으로 스크롤 합니다.
 • 센터 - 선택을 확인합니다.

경적 버튼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에 위치할 때, 경적 버튼 
을 누르면 경적이 울립니다.

방향 표시등 스위치
방향 표시등 스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면 해당 방향 표시등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방향 표시등은 수동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방향 표시등을 수동으로 끄려면 가운데 위치에 
서 스위치를 눌렀다가 뗍니다.
방향 표시등 자동 꺼짐 기능은 계기반의 Bike 
Set Up(바이크 셋 업) 기능에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4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자동 꺼짐 기능을 끕니다. 방향 표시등은 수동으 
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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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자동 꺼짐 기능을 켭니다. 방향 표시등은 8초 동 
안 그리고 65미터를 달릴 때까지 켜졌다가 자 
동으로 꺼집니다.

참고:
•	 어떤 이유로든 모터사이클이 멈추면 라이 

더가 수동으로 방향 표시등을 끄지 않는 
한 남은 시간과 거리 동안 계속 점멸됩 
니다.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DRL) 스위치 (장착시)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의 위치에 있 
고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DRL 모드로 설정되 
면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경고등이 켜집니다.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와 로우 빔 헤드라이트는 
좌측 핸들 스위치 하우징에 위치한 스위치를 
수동으로 사용하여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8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주변의 조명 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데이타 
임 러닝 라이트(DRL)을 켠 채로 필요 이상으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주변 조명 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켜고 달리 
게 되면 라이더의 시야를 제한하거나 도로 위 
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 
습니다.
주변의 조명 상태가 불량한 상황에서 도로 
위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눈부심을 유발하거나 
시야가 제한되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 
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낮 시간 동안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사 

용하면 도로 위의 다른 이용자들에게 본 
모터사이클이 더 눈에 잘 띄게 됩니다.

•	 하이빔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헤드라이트는 언제나 로우 빔으로 사용해 
야 합니다.

하이빔 버튼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DRL) 스위치가 딥 빔 포 
지션에 있을 때, 하이빔 버튼을 누르면 하이빔이 
켜집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딥 빔과 하이빔 
사이를 전환합니다.
DRL 스위치가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위치에 있 
으면 하이빔 버튼을 길게 눌러 하이빔을 켭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켜져 있으며 
버튼을 놓으면 즉시 꺼집니다.

참고:
•	 이 모델에는 라이트 켜짐/꺼짐 스위치가 

장착되지 않습니다. 후방등과 번호판등의 
모든 기능은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 
치시켰을 때,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	 헤드라이트 기능은 이그니션 스위치를 켜 
거나 엔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작동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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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핸들바 스위치 -  
일본, 캐나다, 미국 전용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스트리트 트리플 RS

3 2

4

1
5

1.	 모드 버튼
2.	 조이스틱
3. 경적 버튼
4.	 방향 표시등 스위치
5.	 하이빔 버튼

 
모드 버튼
모드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다기능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라이딩 모드 선택 메뉴가 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 모드 버튼을 더 누르고 있으면 라 
이딩 모드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33페이지 
참조)
 
조이스틱 버튼
조이스틱은 다음의 기능을 사용하는데 사용됩 
니다:
 • 위 - 메뉴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스크롤 합 

니다.
 • 아래 - 메뉴를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 합 

니다.
 • 좌측 - 메뉴를 좌측으로 스크롤 합니다.
 • 우측 - 메뉴를 우측으로 스크롤 합니다.
 • 센터 - 선택을 확인합니다.

경적 버튼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에 위치할 때, 경적 버튼 
을 누르면 경적이 울립니다.

방향 표시등 스위치
방향 표시등 스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면 해당 방향 표시등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방향 표시등은 수동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방향 표시등을 수동으로 끄려면 가운데 위치에 
서 스위치를 눌렀다가 뗍니다.
방향 표시등 자동 꺼짐 기능은 계기반의 Bike 
Set Up(바이크 셋 업) 기능에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4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자동 꺼짐 기능을 끕니다. 방향 표시등은 수동으 
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자동 꺼짐 기능을 켭니다. 방향 표시등은 8초 
동안 그리고 6미터를 달릴 때까지 켜졌다가 자 
동으로 꺼집니다.

참고:
•	 어떤 이유로든 모터사이클이 멈추면 라이 

더가 수동으로 방향 표시등을 끄지 않는 
한 남은 시간과 거리 동안 계속 점멸됩 
니다.

 
하이빔	스위치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의 위치에 있 
고 헤드라이트 딥 스위치가 하이빔으로 설정되 
어 있을 때, 하이빔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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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핸들바 스위치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cjxy

3

4
1

2

5

1.	 모드 버튼
2.	 트립 버튼
3.	 방향 표시등 스위치
4.	 경적 버튼
5.	 하이빔 버튼

모드 버튼
모드 버튼을 눌렀다가 떼면 다기능 디스플레이 
스크린에 라이딩 모드 선택 메뉴가 활성화되어 
표시됩니다. 모드 버튼을 더 누르고 있으면 라 
이딩 모드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 모 
드 선택 항목은 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트립 버튼
스크롤 버튼은 다음의 기능들을 조작하는데 사 
용됩니다:
 • 트립 미터
 • 적산계
 •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시)

방향 표시등 스위치
방향 표시등 스위치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면 해당 방향 표시등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방향 표시등은 수동으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방향 표시등을 수동으로 끄려면 가운데 위치에 
서 스위치를 눌렀다가 뗍니다.

경적 버튼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에 위치할 때, 경적 버튼 
을 누르면 경적이 울립니다.

하이빔 스위치
이그니션 스위치가 ON의 위치에 있고 헤드라 
이트 딥 스위치가 하이빔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하이빔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참고:
•	 이 모델에는 라이트 켜짐/꺼짐 스위치가 

장착되지 않습니다. 리어 라이트와 라이센 
스 플레이트 라이트 등의 모든 기능은 이 
그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켰을 때, 자 
동으로 작동됩니다.

•	 패스 기능은 이 모델에서는 지원되지 않습 
니다.

•	 헤드라이트 기능은 이그니션 스위치를 켜 
거나 엔진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작동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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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연료 필요조건/재급유

Pb

cbny

연료 등급
여러분의 트라이엄프 엔진은 무연 휘발유를 사 
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정확한 등급의 연료가 
사용될 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항상 최소 
옥탄가 91 RON의 무연 휘발유를 사용하십시 
오. 경우에 따라 엔진 부조화를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항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 
게 문의하십시오.

주의
본 모터사이클은 부적절한 등급의 연료를 사 
용하거나 엔진 부조화가 발생하면 심각한 손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적절한 연료 등급 
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등급 
의 연료의 사용이나 엔진 부조화로 인한 손상 
은 보증 처리를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 
해야 합니다.

주의
본 모터사이클의 배기 시스템에는 배기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촉매 변환기가 장착되 
어 있습니다.
납이 함유된 연료를 사용할 경우 촉매 변환기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터사이클의 연 
료가 부족하거나 연료량이 매우 낮은 상태에 
서 주행하면 촉매 변환기가 영구적으로 손상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라이딩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연료가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	 일부 국가나 주, 혹은 지역에서는 유연 휘 

발유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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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급유 

경고
연료 재급유와 관련된 위험을 줄이려면 항상 
다음의 연료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가솔린(연료)는 가연성이 높으며 특정 조건에 
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재급유 할 때 
이그니션 스위치를 OFF에 위치시키십시오.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연료 재급유 지역은 환기가 잘되고 화염이나 
불꽃이 날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라 
이더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포함됩 
니다.
연료 탱크의 입구까지 연료를 가득 채우지 마 
십시오. 햇빛이나 기타 원인으로 열이 발생하 
면 연료가 팽창하여 넘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급유 후 항상 연료 주입구 캡이 올바르게 닫 
혔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솔린(연료)은 가연성이 높으므로 연료의 누 
출 혹은 유출 등 위에서 언급된 안전 지침을 준 
수하지 않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 
우 화재로 인해 재산 및 인명 피해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 캡

ckad

1 2

1.	 연료 탱크 캡
2.	 키

연료 탱크 캡 여는 방법은 닫혀있는 연료 탱크 
플랩을 들어올립니다. 잠금 장치에 키를 삽입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연료 탱크 캡 닫는 방법은 키가 삽입된 상태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연료 캡을 누릅니다. 삽 
입된 키를 제거하고 키 커버를 닫습니다.

주의
키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 탱크 캡을 
닫으면, 연료 탱크와 캡 그리고 잠금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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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탱크 주입 방법

경고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면 연료 유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료가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유출된 연료를 
깨끗이 닦고, 닦아낸 것은 안전하게 폐기하 
십시오.
엔진이나 배기 파이프, 타이어 또는 모터사 
이클의 다른 부분에 연료를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연료는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연료 누출 및 
유출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된 안전 권고를 
준수하지 않으면 화재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타이어 근처나 타이어에 쏟는 경우 
에는 타이어의 노면 추종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빗물이나 이물질이 연료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비가 오는 곳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연료를 채우지 마십시오.
오염된 연료는 연료 시스템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연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 탱크에 연료를 
천천히 주입하십시오. 연료 탱크의 입구까지 
연료를 채우지 마십시오. 탱크 내부의 연료가 
엔진의 열기 또는 직사 광선으로부터 열을 흡 
수하여 팽창할 수 있으므로 연료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cbnm

2 1

1. 연료 탱크 입구
2.	 최대 연료량

재급유 이후에는 항상 연료 캡이 올바르게 닫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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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스탠드
 
사이드 스탠드

cjxj

1

1.	 사이드 스탠드

본 모터사이클에는 모터사이클을 주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이드 스탠드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경고
본 모터사이클은 인터록 시스템이 장착되어 
라이딩 중 사이드 스탠드가 아래쪽으로 움직 
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이딩 중 절대로 사이드 스탠드를 아래로 내 
리거나 인터록 장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이드 스탠드를 사용하여 모터사이클을 

주차할 때는 항상 핸들바를 완전히 왼쪽 
으로 돌리고 1단 기어를 넣어 두십시오.

사이드 스탠드를 사용할 때마다, 라이딩을 시 
작하기 전에 항상 모터사이클에 앉아서 사이드 
스탠드가 완전히 위로 올라갔는지 확인하십 
시오.
안전한 모터사이클 주차에 대한 사항은 모터 
사이클 운행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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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시트 관리

주의
시트 혹은 시트 커버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시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트 혹은 시트 커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표 
면에 기대어 두지 마십시오. 대신 시트 커버를 
위로 향하게 하여 깨끗하고 평평한 곳에 부 
드러운 천을 깔고 시트를 놓으십시오.
시트 커버나 시트에 손상이나 얼룩이 생길 수 
있는 물건을 올려두지 마십시오.

시트 세척에 대한 정보는 184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라이더 시트

cjxd

1

1.	 라이더 시트 고정 장치

라이더 시트를 제거하려면  동승자 시트 또는 
시트 카울을 분리하십시오 (97 페이지 참조).
시트  뒤쪽에 있는 고정 장치를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라이더 시트를 완전히  모터사이클 
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위아래로 미끄 
러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다시 장착하려면 연료 탱크 아래로 시트 
의 튀어나온 부분을 결합시키고 고정 장치를 
규정 토크 9	 Nm로 조이십시오. 동승자 시트 
또는 시트 카울을 다시 장착하십시오 (97	페이 
지 참조).

경고
라이더의 시트는 고정 장치에 올바르게 장착 
되어야만 올바르게 유지되고 지지될 수 있 
습니다. 고정 장치가 풀려있거나 제거된 상태 
에서는 라이더 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으니 모터사이클을 타지 마십시오.
고정 장치가 풀려있거나 시트가 분리된 상태 
에서 주행하게 되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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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시트 및 시트 카울

참고:
•	 이 항목은 동승자 시트와 시트 카울 모두 

에 적용됩니다. 시트 카울은 특정 모델에 
만 장착되거나 액세서리로 선택할 수 있습 
니다.

cjxc
1

2

1.	 시트 락
2.	 동승자 시트

동승자 시트 락은 후방 차체의 왼쪽편, 풋 레스 
트 마운팅 레일과 나란히 있습니다.
동승자 시트를 분리하려면 이그니션 키를 시트 
락에 삽입하고 시트 전면을 아래로 누르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동승자 시트가 락에서 풀려나고 앞으로 미끄 
러뜨릴 수 있어 시트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 
습니다.

경고
동승자 시트가 분리되거나 제거한 채 모터사 
이클을 운행하지 마십시오.
라이딩 중 시트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시트 장착 후 항상 시트를 잡고 위로 세게 당겨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시트가 올 
바르게 고정되지 않으면 락에서 분리됩니다. 
잘못 고정되거나 분리된 시트는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 시트를 재장착하려면 브라켓 아래에 
시트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결합하고, 위치 고정 
핀을 시트 락에 맞추고 눌러 내립니다. 시트가 
락에 완전히 결합되면 클릭 소리가 들리 수 있습 
니다.

1.	 위치고정 핀
2.	 락
3.	 브라켓
4.	 튀어나온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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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 및 공구 키트
핸드북은 동승자 시트를 제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구 키트는 동승자 시트 밑면에 위치합니다.
이 공구 키트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S와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 스크류드라이버
 • 리어 서스펜션 유닛 스프링 프리로드 조정 

공구(공구 키트에 보관되지 않음)
 • 익스텐션 핸들 (공구 키트에 보관되지 않음)
 • 4mm 볼트용 렌치
 • 5mm 볼트용 렌치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낮은 승차고)
 • 스크류드라이버
 • 리어 서스펜션 유닛 스프링 프리로드 조정 

공구(공구 키트에 보관되지 않음)
 • 익스텐션 핸들  

(공구 키트에 보관되지 않음)
 • 4mm 볼트용 렌치
 • 5mm 볼트용 렌치
 • 프론트 포크 어저스터 공구

스트리트 트리플 R
 • 스크류드라이버
 • 4mm 볼트용 렌치
 • 5mm 볼트용 렌치
 • 프론트 포크 어저스터 공구

스트리트 트리플 RS
 • 스크류드라이버
 • 3mm 볼트용 렌치
 • 4mm 볼트용 렌치
 • 5mm 볼트용 렌치
 • 프론트 포크 어저스터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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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소켓

경고
USB 소켓은 방수 캡이 닫혀있지 않을 때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에는 
전기 장치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USB 소켓에 물이 들어가면 전기 문제가 발 
생하여 모터사이클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엔진이 시동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그 
니션 스위치를 ON의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주의
라이딩을 할 때는 전기 장치와 케이블이 시트 
아래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전기 장치나 모터사이클을 손상시키지 않고 
시트를 닫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cjao

USB 포트 소켓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USB) 소켓은 휴대폰, 
카메라 및 GPS 장비와 같은 전기 장치를 
충전하는데 적합한 5볼트 2암페어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USB 소켓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2
암페어 입니다. USB 소켓을 사용하려면 동승자 
시트 또는 시트 카울을 분리하십시오. 9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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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소켓은 우측편 시트 락에 가까운 곳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cjxf

1

USB 포트 소켓

캡을 제거하십시오.
관련 USB 어댑터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참고:
•	 어댑터 케이블은 모터사이클과 함께 제공 

되지 않습니다.

트라이엄프 액세서리 디스크 락 
보관함
트라이엄프 액세서리 디스크 락을(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서 구입 가능)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이 동승자 시트 아래에 제공됩니다.
다음과 같이 락을 고정하십시오:
락을 보관 용기에 넣고 보관 용기를 리어 머드 
가드 위에 놓습니다.
훅과 루프 스프링을 사용하여 락을 고정하십 
시오.동승자 시트를 다시 장착하십시오. (97페 
이지 참조)

cjwt

1

2

3

1. 디스크 락
2. 리어 머드가드 트레이
3.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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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션 콘트롤(TC)

경고
트랙션 콘트롤은 주행하는 노면 상태나 날씨 
조건에 적절하게 라이딩 할 수 있도록 대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랙션 콘트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트랙션 손실을 방지할 수 없 
습니다.
과도한 속도로 방향 전환을 시도할 때
과도한 기울기에서 가속 시
브레이킹 시
트랙션 콘트롤은 프론트 휠의 미끄러짐을 방 
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트랙션 콘트롤은 젖거나 미끄러운 노면 상황 
에서 가속할 때, 트랙션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센서가 리어 휠의 트랙션이 감소되는 것
(미끄러지는 경우)을 감지하면, 트랙션 콘트롤 
시스템이 작동되어 리어 휠의 트랙션이 회복될 
때까지 엔진 출력을 제한합니다. 트랙션 콘 
트롤이 작동되면 트랙션 콘트롤 경고등이 점등 
되고, 라이더가 엔진 소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 
습니다.

참고:
•	 ABS 시스템에 오작동이 있다면 트랙션 콘 

트롤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ABS, 트랙션 
콘트롤 및 MIL 경고등이 점등됩니다.

트랙션 콘트롤 설정

경고
모터사이클 라이딩 중 트랙션 콘트롤을 설정 
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 
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트랙션 콘트롤을 비활성화하면 모터사이클은 
트랙션 콘트롤이 작동하지 않은 채로 운행됩 
니다. 이 경우에 노면이 젖거나 미끄러운 상태 
에서 너무 강한 가속을 하면 리어 휠이 헛돌 수 
있으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낮은 승차고)와 스트리트 트리플 RS 모델의 
트랙션 콘트롤은 32페이지에 설명된 것처럼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스트리트 트리플 S와 
스트리트 트리플 S660cc 모델의 경우에는 65
페이지에 설명된 것처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트랙션 콘트롤이 꺼지면 TC 비활성화 경 

고등이 켜집니다. (26페이지 또는 24페이 
지 참조)

트랙션 콘트롤은 기본적으로 이그니션 스위치 
가 OFF로 전환된 다음 다시 ON으로 전환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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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장착시)

참고:
•	 TPMS는 모든 모델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 

능한 액세서리입니다.

경고
TPMS가 장착되어 있더라도 타이어 공기압의 
일일 점검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타이어가 차 
가운 상태일 때,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 게이 
지를 사용하여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십시 
오. 16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이어 주입 공기압을 설정하기 위해 TPMS 
시스템을 사용하면 타이어의 압력이 부정확 
해져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능
타이어 공기압 센서는 프론트와 리어 휠에 장 
착됩니다. 이 센서는 타이어 내부의 공기압을 측 
정하고 공기압 데이터를 계기반으로 전송합니 
다. 이 센서는 모터사이클이 20km/h 이상의 속 
도로 달리기 전까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습니 
다. 타이어 공기압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계기 
반의 정보창에는 두 개의 ‘ - ‘가 표시됩니다. 
접착 라벨이 휠 림에 부착되어 밸브 근처에 위 
치한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은 모터사이클의 경우: 타이어 공기압 모 
니터링 시스템은 별도 액세서리로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장착되어야 합니다. 계기반의 
TPMS 표시는 본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TPMS) (장착시)

참고:
•	 TPMS는 모든 모델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액세서리입니다.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은 타이어 공기 
압 모니터링 시스템(TPMS)와 함께 작동됩니 
다. 10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경고등은 프론트 또는 리어 타이어의 공기 
압이 권장 공기압 미만일 때만 점등됩니다. 타 
이어에 공기압이 충분한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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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이 켜지면 수축된 타이어와 압력을 나타 
내는 TPMS 심볼이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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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PMS 심볼
2.	 프론트 타이어 표시
3.	 리어 타이어 표시
4.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5.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켜졌을 때의 타이어 공기압은 20°C의 
온도를 기준으로 보정한 것이지만, 정보창에 
표시되는 실제 공기압은 다를 수 있습니다. (164
페이지를 참조) 정보창에 표시된 실제 공기압이 
표준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경고등이 표시될 
수 있으며, 공기압이 낮게 표시되는 가장 유력한 
이유는 펑크입니다.

경고
만약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경고등 
이 점등되면 모터사이클을 정차하십시오.
타이어를 점검하고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냉각수 과열 경고등적정 공기압에 도달하기 
전에는 모터사이클을 운행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시리얼 
넘버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시리얼 넘버는 센서에 부 
착된 라벨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시리얼 넘 
버는 서비스 또는 점검을 위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터사이 
클에 장착할 때,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가 전후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시리얼 넘버를 아래에 
제공된 공간에 기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론트 타이어 공기압 센서

리어 타이어 공기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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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공기압
계기반에 표시된 타이어 공기압은 TPMS 디스 
플레이를 선택할 때의 실제 타이어 공기압을 
나타냅니다. 타이어가 차가울 때 주입된 공기압 
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라이딩 중 타 
이어가 더 따뜻해지면서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팽창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트라이엄 
프가 지정한 차가운 상태의 공기압 기준은 이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을 위해서는 항상 타이어 
가 차가워졌을 때,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
(165페이지 참조)를 사용하여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십시오. 계기반으로 표시되는 타이어 공 
기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경고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정할 때,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기압 게이지로 사용해 
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을 위해 
서는 항상 타이어가 차가워졌을 때,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165페이지 참조)를 사 
용하여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십시오.
타이어 주입 공기압을 설정하기 위해 TPMS 
시스템을 사용하면 타이어의 압력이 부정확 
해져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절대로 펑크 방지 용액이나 TPMS 센서의 
공기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TPMS 센서의 공기 구멍이 막힌 
상태에서 작동되면 TPMS 센서 어셈블리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펑크 방지 용 
액의 사용이나 잘못된 유지 관리로 인한 손 
상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증 수리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트라이엄 
프 공인 딜러를 통해 타이어를 장착할 때에는 
항상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타이어 교체
타이어를 교체할 때는 항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타이어를 장착하고,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휠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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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배터리
공기압 센서의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lo bAtt가 
표시되거나(LCD 계기반) BATTERY LOW FRO 
NT/REAR TYRE(TFT 계기반)이 표시되고, TP 
MS 심볼이나 메시지가 표시되어 휠 센서에 장 
착된 배터리의 전압이 낮음을 알려줍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경우에 계기반에는 ‘ - ‘
만 표시되며 빨간색 TPMS 경고등이 점등되고 
TPMS 심볼이 계속 점멸됩니다. 트라이엄프 공 
인 딜러를 방문하여 센서를 교체하고 새로운 
센서 시리얼 넘버를 103페이지에 위치한 공간 
에 기록하십시오.
이그니션 스위치를 켰을 때, TPMS 심볼이 지속 
적으로 점멸되거나 TPMS 경고등이 켜진다면 
TPMS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점검하고 오 
류를 수정하십시오.

길들이기

R.P.M.
cboa

길들이기는 차량을 처음 작동시킬 때 필요한 과 
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엔진의 구성 부품들이 신품일 때에는 엔진 
의 내부 마찰이 높아집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엔진이  작동되면서 각 구성 부품들이 ‘길들여진 
상태’로 유지되면 내부 마찰은 크게 줄어듭니다.
길들이기를 하는 동안 매뉴얼에 따라 주의하여 
주행한다면 배기 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엔진 및 
모터사이클의 다른 부품들의 성능과 연비 나아 
가 차량 수명을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처음 800km를 주행할 때까지:
 • 스로틀을 완전히 개방하지 마십시오;
 • 항상 높은 엔진 회전수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 엔진의 속도를 느리거나 빠른 상태로 일 

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여 주행하지 마십 
시오.

 •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급출발, 급제동을 
피하십시오.

 • 최대 속도의 3/4 이상으로 주행하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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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 거리 800km에서 1,500km까지:
 • 엔진 회전 속도가 회전 한계점까지 도달 

하는 시간이 점차 짧아질 수 있습니다.
길들이기가 끝난 이후:
 • 엔진이 예열되기 전에 고회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엔진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항상 엔진이 

괴로워하기 전에 저단으로 변속하십시오.
 • 불필요하게 높은 엔진 회전수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기어를 변속하면 연료 소모량과 
소음을 줄일 수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 점검

일일 안전 점검

라이딩을 하기 전에는 항상 다음의 항목들을 확 
인하십시오.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 안전 점검을 
생활화 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라이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안전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되면 유지 보수 
및 조정 항목을 참조하거나 모터사이클을 안전 
한 상태로 되돌리려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경고
모터사이클을 타기 전에 매일 안전 점검을 실 
시하지 않으면 모터사이클의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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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항목:
연료: 연료 탱크에 연료가 충분하고 연료 누출 
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92페이지 참조)
엔진오일: 오일 용량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오일량이 부족하다면 정확한 용량에 맞게 오일 
을 추가하십시오. 엔진과 오일 쿨러에서 누 유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130페이지 참조)
드라이브 체인: 올바르게 조정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139페이지 참조)
타이어/휠: 기압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타 
이어가 차가운 상태에서). 타이어 트레드의 깊 
이와 마모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타이어와 휠에 
손상은 없는지, 펑처나 기타 문제가 없는지 확 
인하십시오.(164페이지 참조)
너트, 볼트, 패스너: 스티어링과 서스펜션 구성 
요소, 액슬 등 모든 조작부위의 너트, 볼트, 패스 
너가 잘 체결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 십 
시오. 모든 부분에서 느슨하게 조여있거나 손 
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티어링 액션: 스티어링을 양쪽 끝으로 돌려 
부드럽게 움직이는지,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조작 케이블이 묶여 있지 않아야 
합니다.(151페이지 참조)
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고 리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이 올바르게 이뤄 
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레버와 페달에 충분한 힘 
을 가하기 전에 과도한 저항이 발생하는지 혹은 
각각의 제동성이 너무 무르지 않은지 확인하십 
시오.(142페이지 참조)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모든 브레이크 패드에 
정 확한 마찰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42페이지 참조)
브레이크 액 용량: 브레이크 액의 누유가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 액의 용량이 최대치 
와 최저치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45페 
이지 참조)
프론트 포크: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오일의 누유나 포크 실의 파손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151페이지 참조)
스로틀: 스로틀이 아이들링 위치로 올바르게 
되돌아오는지 확인하십시오.(78페이지 참조)
클러치: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케이블의 유격은 
적당한지 확인하십시오.(137페이지 참조)
냉각수: 냉각수 누수는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냉각수 용량이 충분한지(엔진이 차가운 상태에 
서) 확인하십시오. (134페이지 참조)
전기 장치: 모든 등화류와 경적 등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74페이지 참조)
엔진 스톱: 엔진 스톱 스위치를 사용해 엔진이 
멈추는지 확인하십시오.(109페이지 참조)
스탠드: 스프링의 장력에 의해 스탠드가 완전히 
올라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리턴 스프링이 파손 
되거나 장력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 
시오. (95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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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정지시키는 방법

P

OFF
ON

1
2

3

5

4

1.	 엔진 스톱 스위치 (스트리트 트리플 S 표시)
2.	 스타트 포지션 (스트리트 트리플 S 표시)
3.	 중립 표시등 (계기반 표시)
4.	 OFF 포지션
5.	 이그니션 스위치

스로틀을 완전히 되돌려 닫으십시오
기어를 중립에 놓으십시오.
이그니션 스위치를 OFF로 위치시키십시오.
1단 기어를 넣으십시오.
사이드 스탠드를 내려 노면이 모터사이클을 완 
전히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티어링을 잠그십시오.

주의
엔진을 정지시킬 때는 이그니션 스위치를 사 
용하십시오. 엔진 정지 스위치는 비상용 입니다.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이그니션 스위치를 
켠 채로 두지 마십시오.
전기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는 방법

P

OFF
ON

1
2

3

5

4

1.	 엔진 스톱 스위치 (스트리트 트리플 S 표시)
2.	 스타트 포지션 (스트리트 트리플 S 표시)
3.	 중립 표시등 (계기반 표시)
4.	 ON 포지션
5.	 이그니션 스위치

엔진 스톱 스위치가 RUN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기어가 중립에 위치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클러치 레버를 핸들바에 가깝게 완전히 당기 
십시오.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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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이그니션 스위치가 켜지면 회전계의 바늘 

이 빠르게 0에서 최대로 상승했다가 0
으로 되돌아갑니다(LCD 계기반 전용). 계 
기반의 경고등이 켜졌다가 다시 꺼집니다(
엔진이 시동될 때까지 계속 켜져 있는 경 
우는 제외-22페이지의 TFT 계기반 및 58
페이지의 LCD 계기반 항목  참조).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회전계의 바늘이 되돌아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	 키 내부에 장착된 트랜스폰더가 엔진 이모 
빌라이저를 해제합니다. 이모빌라이저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항 
상 이그니션 스위치 근처에는 키가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이그니션 스위치 근처에 두 
개의 이그니션 키가 있으면 트랜스폰더와 
엔진 이모빌라이저 사이의 통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엔진 이모빌라이저 
는 이그니션 키 중 하나가 제거될 때까지 
작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스로틀 그립이 완전히 되돌려진 상태에서 엔진 
시동이 걸릴 때까지 스타터 버튼을 누르십시오.
천천히 클러치 레버를 풉니다.

경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엔진의 시동을 걸거나 주 
행하지 마십시오.
배기 가스는 독성을 갖고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 
니다.
언제나 야외 혹은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곳에서 
만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주의
스타터 모터가 과열되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으므로 스타터 모터를 5초 이상 계속 작동 
시키지 마십시오. 스타터 모터의 작동을 반복 
할 때는 15초간 기다리십시오. 배터리 전원을 
복구하고 과열된 스타트 모터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을 아이들링 상태로 오랫동안 두지 마십 
시오. 엔진이 과열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주의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 오일 압력 경고등이 켜 
지면 즉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원인을 파악하 
십시오.
엔진 오일의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엔진을 
작동시키면 엔진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 
다.

본 모터사이클에는 스타터 잠금 스위치가 장 
착되어 있습니다. 스타터 잠금 스위치는 중립 
상태가 아닐 때, 사이드 스탠드가 아래쪽으로 향 
해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엔진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가 중립 상태 
가 아닌 상태라면 사이드 스탠드가 내려가면 
클러치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엔진이 정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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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방법
클러치 레버를 당기고 기어를 1단에 넣으십 
시오. 스로틀을 약간 열면서 클러치 레버를 천천 
히 놓으십시오. 클러치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스로틀을 조금 더 열어 엔진 회전 속도를 충분히 
올리면 속도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어 변속 방법

1.	 기어 체인지 페달

클러치 레버를 당기면서 스로틀을 닫으십시오. 
그 다음 높거나 낮은 기어로 변경하십시오. 클러 
치 레버에서 손을 떼면서 스로틀 그립에서 부분 
적으로 손을 떼십시오.
기어를 변속할 때는 항상 클러치 레버를 사용하 
십시오.

참고:
•	 퀵 시프터가 장착된 모델의 경우 112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112.

경고
낮은 기어에서 스로틀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빠르게 열면 프론트 휠이 노면에서 떠오르거 
나(윌리), 리어 타이어가 트랙션을 잃을 수(휠 
스핀) 있습니다.
윌리가 일어나거나 트랙션을 잃을 경우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모터사이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스로틀을 조심스럽게 
여십시오.



모터사이클 운행 방법

112

참고:
•	 기어 변속 방식은 포지티브 스톱 타입입 

니다. 이것은 기어 변속 페달을 움직일 때 
마다 기어를 올리거나 내리는 순서대로 선 
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경고
과도한 엔진 회전수(r/min)을 유발할 수 있는 
속도에서는 기어를 낮추지 마십시오. 이 경우 
리어 타이어가 잠겨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낮은 기어로 변속하더라 
도 낮은 엔진 회전수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기어를 변속해야 합니다.

퀵시프터

스트리트 트리플 RS
이 모델에는 스로틀을 닫거나 클러치 레버를 사 
용하지 않고 기어를 변속 할 수 있도록 순간적으 
로 엔진 점화를 차단하는 레이스 스타일 퀵시 
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퀵시프터는 엔진 속도가 2,500 rpm이상 일 때, 
업 시프트에 대해서만 작동됩니다. 감속과 정차 
를 포함한 모든 다른 기어 변경에서는 클러치 
레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클러치가 사용되거나 6단 기어에서 잘못하여 
업 시트가 시도되는 경우에는 퀵시프터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기어 변경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힘을 페달에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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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킹

cjxh

1

1.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

cjxz

1

1.	 리어 브레이크 페달

경고
브레이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 
십시오:
엔진이 모터사이클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클러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완전히 
되돌립니다.
모터사이클이 완전히 멈추었을 때, 기어가 1
단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나의 기어를 내 
립니다.
브레이킹을 할 때에는 항상 전후 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프론트 브 
레이크는 리어 브레이크보다 조금 더 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 시 클러치의 연결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 
어, 엔진이 실속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브레이크가 완전히 잠기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비상 제동시에는 기어를 저단으로 변속하는 
것을 무시하고 최대한 미끄러지지 않게 전후 
브레이크를 제어하는데 집중하십시오.
라이더는 교통 흐름이 없는 곳에서 비상 제동 
을 연습해야 합니다.
트라이엄프는 모든 라이더가 안전한 브레이크 
사용에 대한 조언을 비롯한 교육을 수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잘못된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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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킹, 가속 혹은 
선회시에는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 
하십시오. 전후 브레이크의 단독적인 사용은 
전반적인 브레이킹 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 
습니다. 극단적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면 휠이 
잠기면서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코너링에 앞서 스로틀을 닫거나 
브레이크를 사용해 속도를 줄이십시오. 코너 
링 중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스로틀을 닫으 
면 휠 슬립이 일어나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비가 내릴 때 혹은 미끄러 
운 노면에서는 기동성과 제동성이 모두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하에서 조작은 모두 부드럽게 
이뤄져야 합니다. 급가속이나 급제동 또는 급 
선회는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길고 가파른 경사나 산길 등에서 내려올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프론트와 
리어 브레이크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십시오.
지속적인 브레이킹이나 리어 브레이크만 사용 
하면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브레이킹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 
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얹거나 브레이크 레버 
에 손을 대면 브레이크 라이트가 점등되어 도 
로 위의 다른 차량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브레이크가 과열되어 제동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엔진을 정지한 상태로 타력으로 주행하거나 
모터사이클을 끌지 마십시오.
변속기는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을 때에만 엔 
진 오일 압력이 공급됩니다.
부적절한 윤활은 변속기의 손상 또는 부조를 
유발하여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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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

경고
ABS는 휠이 잠기는 것을 방지하여 비상 제동 
이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브레이크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잠재적으로 ABS는 특 
정 조건에서 제동 거리를 줄일 수 있지만, 이 
것이 올바른 라이딩 연습을 대체할 수는 없습 
니다.
항상 법정 제한 속도를 준수하십시오. 항상 주 
의를 집중하여 모터사이클을 타고, 날씨나 도 
로 및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십 
시오.
코너링시에는 주의를 하십시오. 코너링 중간 
에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ABS가 모터사이클의 
무게나 관성을 제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ABS가 장착된 모터사이클은 AB 
S가 장착되지 않은 모터사이클보다 더 긴 제동 
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BS 경고등

이그니션 스위치를 ON으로 돌리면 
ABS 경고등이 점멸합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및 스트 
리트 트리플 RS의 경우 23페이지를 참조하고 
스트리트 트리플 S와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모델의 경우는 6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BS 경고등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으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ABS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 
냅니다.
 • 라이더에 의해 ABS가 해제된 경우, 스트 

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낮은 승차고) 및 스트리트 트리플 RS의 
경우 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ABS에 점검이 필요한 오작동이 있는 경우
라이딩 중 ABS 경고등이 표시되면 점검이 필요 
한 오작동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참고:
•	 일반적으로 ABS의 작동은 라이더에게 브 

레이크 레버와 페달의 감각이 더 세게 느 
껴지거나 맥동으로 인식됩니다. ABS는 통 
합 제동 시스템이 아니며 동시에 전방 및 
후방 브레이크를 제어하지 않으므로 이 맥 
동은 레버, 페달 또는 양쪽 모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	 ABS는 노면이 갑작스럽게 높아지거나 낮 
아지는 경우에도 작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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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ABS가 작동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시스템은 A 
BS 해제 상태로 계속 작동됩니다.
경고등이 표시되면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시오.
ABS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 
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기능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이러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휠이 잠겨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
모터사이클이 스탠드 위에 있을 때 리어 타이 
어가 떠 있는 상태로 30초 이상 고속으로 회전 
하게 되면 ABS 경고등이 켜집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그니션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모터사이클을 
운행할 때, 경고등은 시속 30km에 도달할 
때까지 켜져 있습니다..

경고
ABS 시스템은 프론트와 리어 휠의 상대적인 
속도를 비교하여 작동됩니다. 추천하지 않는 
타이어를 사용하면 휠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ABS가 작동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B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서도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방법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이그니션 스위치를 
OFF에 위치시킵니다.
1단 기어를 넣어 두십시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어링을 잠그십시오.
모터사이클이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고 평평 
한 노면에 주차하십시오. 이것은 오프로드에서 
주차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때는 휠이 굴러가면서 
스탠드가 접혀지지 않도록 모터사이클을 오르 
막 방향으로 세우고 주차하십시오. 휠이 굴러 
가지 않도록 1단 기어를 넣어 두십시오.
측면으로 기운 경사면에서는 항상 모터사이클 
이 기울어지면서 사이드 스탠드를 미는 방향으 
로 주차하십시오.
6 ° 이상 측면으로 기울어진 곳이나, 내리막 방 
향으로 주차하지 마십시오.

참고:
•	 밤 시간 교통 흐름이 있는 곳 근처나 법에 

따라 주차등이 필요한 장소에서 주차를 할 
때는 이그니션 스위치를 P(주차)로 돌려 
서 리어 라이트와 라이센스 플레이트 및 
포지션 라이트를 켜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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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니션 스위치를 P의 위치에 두고 너무 오랫 
동안 두지 마십시오. 이 경우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경고
부드러운 노면이나 가파른 경사면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조건에서 주차하면 모터사이클이 넘어 
져 재산이나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가솔린은 극도로 가연성이 높으며 특정한 조 
건에서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차고 또는 기타 구조물 내부에 주차를 할 때 
에는 통풍이 잘되고 모터사이클이 불이나 스 
파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가깝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라이더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위의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화재로 
인해 재산이나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라이딩 후에는 엔진과 배기 시스템이 뜨겁습 
니다. 보행자와 어린이가 모터사이클을 만질 
가능성이 있는 곳에 주차하지 마십시오.
엔진이나 배기 시스템이 뜨거울 때 만지게 되 
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속 주행 시 고려해야 할 점

경고
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은 법정 제한 속도 
내에서 운행되어야 합니다.
모터사이클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어진 교통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날씨와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십시오.

경고
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로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폐쇄된 코스 혹은 폐쇄된 레이스 트랙 
에서만 시도하십시오.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고속 주행에 필요한 스킬을 교육받고 모든 
상황에서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 
는 라이더에 의해서만 시도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위험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해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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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고속 주행 시 모터사이클의 핸들링 특성은 익 
숙한 법정 제한 속도 내에서의 핸들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부 
적절하게 운행할 때에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경고
아래에 나열된 항목들은 매우 중요하므로 절 
대로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정상적인 운행 
속도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는 고속 주행 시 
훨씬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정기적인 유지 보수 간격에 따라 모터사이클이 
관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티어링
핸들바가 과도하게 느슨하거나 뻑뻑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케이블들이 어떤 식으로 
든 스티어링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지 확인 
하십시오.
 
러기지
러기지 시스템이 확실하게 닫혀있고 모터사이 
클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
프론트와 리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 
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이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은 타이어에 많은 부담을 
주며, 좋은 상태의 타이어는 안전한 주행에 필수 
적입니다. 전체적인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확한 공기압(타이어가 차가울 때)으로 공기를 
주입하십시오. 그리고 휠 밸런스도 점검하십시 
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한 후 밸브 캡을 단단히 
잠그십시오. 타이어 점검 및 타이어 안전에 관한 
유지 보수 및 제원 항목의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연료
고속으로 인한 연료 소비 효율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료를 충분히 채우십시오.

주의
본 모터사이클에는 많은 국가의 배기 가스 배 
출 허용량에 맞출 수 있도록 배기 시스템에 촉 
매 변환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의 연료가 부족하거나 잔여 연료량 
이 극도로 낮을 때, 촉매 변환 장치가 영구적으 
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라이딩을 할 때에는 항상 연료가 충분한지 
확인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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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엔진 오일의 양이 정확한지 점검하십시오. 엔진 
오일을 추가할 때에는 정확한 등급과 동일한 
타입의 오일인지 확인하십시오.

드라이브 체인
드라이브 체인이 정확하게 조정되고 윤활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체인의 파손 및 마모도 
를 점검하십시오.

냉각수
냉각수가 충분한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냉각수 
를 점검할 때는 엔진이 차가운 상태여야 합니다.

전기 장치
헤드라이트, 리어 브레이크등, 방향 표시등 및 
혼과 같은 모든 전기 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타
모든 고정 장치들이 단단히 체결되어 있는지 육 
안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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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및 수하물과 동승자
액세서리를 장착하거나 수하물을 추가할 경우 
에는 모터사이클의 핸들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안정성과 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정 
보는 모터사이클에 액세서리를 추가하거나 동 
승자를 태우고, 수하물을 휴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침으로 준비되었 
습니다.

경고
부정확한 수하물의 적재는 안전하지 못한 라 
이딩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인한 사 
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에 적재되는 모든 수하물은 양쪽으 
로 균등되게 분산되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 
오.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동안 수하물이 움 
직이지 않도록 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각 패니어에 균일하게 무게를 분배하십시오. 
무거운 물건의 경우 패니어 바닥쪽과 안쪽으 
로 배치하십시오.
항상 수하물이 안정되게 적재되어 있는지 확 
인하십시오(라이딩 중은 예외). 적재 수하물이 
모터사이클의 뒤쪽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 
시오.

경고 이어짐
절대로 아래의 최대 허용 하중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S - 195 kg
스트리트 트리플 R - 195 kg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 195 kg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 170 kg
스트리트 트리플 RS - 195 kg
이 최대 허용 하중은 라이더와 동승자, 혹은 
액세서리와 수화물 등의 총 무게를 의미합니다.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한 서스펜션을 장착한 모 
델의 경우 프론트 및 리어 스프링 초기 하중 및 
댐핑 세팅이 모터사이클의 적재 상태에 적합한 
지 확인하십시오.(서스펜션 조정 항목 참조).

경고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방해할 수 있는 액세 
서리를 설치하거나 수하물을 적재하지 마십시 
오.
모든 조명류와 노면과의 거리, 기울임 한계(린 
앵글), 조작성, 휠 트래블, 프론트 포크의 움직 
임, 주행 시야 등 모터사이클의 운행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없는 
지 확인하십시오.

액세서리 및 수하물과 동승자



액세서리 및 수하물과 동승자

121

경고
액세서리를 장착하거나 수하물을 적재한 상태 
에서는 절대로 130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 
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혹은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는 상태에서는 법적 제한 
속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130km/h를 초과 
하는 속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액세서리 및 적재 수하물은 모터사이클의 안 
정성과 조정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모터사이 
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고속 주행 시에는 다양한 모터사이클 구성 요 
소 및 주변 환경 요인이 모터사이클의 안정성 
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 
해야 합니다.
예시:
수하물의 적재로 모터사이클의 양쪽 무게 균 
형이 틀어진 경우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이 잘못 조정된 경우
타이어 공기압이 잘못 조정된 경우
지나치게 마모되거나 편마모된 타이어를 사용 
하는 경우
측면에서 부는 바람과 다른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난기류
헐렁한 라이딩 복장
승인되지 않은 액세서리를 장착하였거나, 적 
절치 못한 수하물의 적재, 타이어 마모 등의 이 
유로 전반적인 모터사이클의 상태가 좋지 못 
한 경우 또는 노면 상황과 기상 조건이 원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1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경고
라이더는 동승자에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잘못된 위치에 앉았을 때, 모터사이클의 조종 
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라이더는 동승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 
명해야 합니다:
• 모터사이클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계속해 
서 시트에 계속 앉아있어야 하며 모터사이 
클의 조종성을 저해해서는 안됩니다.
• 동승자는 풋 레스트에 발을 올려놓고 동승 
자용 손잡이 혹은 라이더의 허리 혹은 엉덩이 
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라이더는 동승자에게 코너링 시 모터사이클이 
기우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조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라이 
더에게 기대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제공된 풋 레스트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은 동승자는 함께 타지 마십시오. 풋 
레스트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은 
동승자는 모터사이클에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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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모터사이클의 핸들링 및 브레이킹 성능은 동 
승자의 존재 유무에 영향을 받습니다. 동승 
자와 함께 모터사이클을 탈 때, 라이더는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라이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터사이클의 운행 특성의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승자와 함께 라이딩해서는 
안됩니다.
동승자와 함께 모터사이클에 탈 때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라이딩을 하게 되 
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절대로 프레임과 연료 탱크 사이에는 어떤 것 
이라도 적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조향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 
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핸들바 또는 프론트 포크에 추가된 무게는 스 
티어링 어셈블리의 질량을 증가시켜 스티어링 
조작성을 저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 
다.

경고
모터사이클에 동물과 함께 타지 마십시오.
동물은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움직임으로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게 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동승자 시트 혹은 가방(장착시)등의 수하물을 
적재하는 경우 무게가 3kg을 초과해서는 안 
안됩니다.
이 총 중량(시트와 러기지 랙을 합친 무게)는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며, 안전하게 장착되어야 하며 모터사 
이클의 뒤쪽이나 측면으로 벗어나서는 안됩 
니다.
모터사이클의 뒤쪽이나 측면으로 벗어나는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의 크기가 작고, 동승자 시트에 올바 
르게 적재하였더라도 모터사이클의 최고 
속도는 130km/h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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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유지 관리

경고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은 잘못된 유지 관리 
또는 모터사이클 소유주에 의한 부적절한 조 
정으로 인한 손상이나 부상에 대해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주의 사항을 무시한 정비로 
인해 라이딩 조건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항 
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게 모터사이클의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의뢰하십시오.

경고
모든 유지 관리는 중요하며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유지 관리 또는 조정으로 인해 
모터사이클의 한 부분 이상이 부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작동으로 인해 모터사 
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날씨나 지형 및 지리적인 위치는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지 관리 주기는 모터사이 
클이 사용되는 특정 환경과 각각의 모터사이 
클 소유주에 따라 알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정기 유지 관리 주기에 맞게 각각의 유지 관리 
항목을 올바르게 진행하려면 특수 장비 및 사 
전 지식과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만이 이와 같은 사전 지식과 특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주의 사항을 무시한 정비로 
인해 라이딩 조건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항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게 모터사이클의 
정기적인 유지 관리를 의뢰하십시오.

모터사이클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면 아래의 항목에 설명된 유지 관리 및 
조정 작업을 일일 점검 일정에 명시된 것처럼 진 
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 유지 관리 항목에 따 
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정보는 일일 점검을 진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간단한 유지 관리 및 조정 항목을 설명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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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유지 관리는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유지 관리, 마일리지 기반 유지 관리 또는 
연간 모터사이클 주행 거리에 따른 유지 관리 중 
두 가지를 방법을 동시에 조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연간 10,000km 미만으로 주행한 모터사 

이클은 매년 유지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 
다. 이 외에도 주행 거리를 기반으로 지정 
된 주행 거리에 도달하면 유지 관리를 실 
시해야 합니다.

2. 연간 약 10,000km를 주행하는 모터사이 
클은 연간 유지 관리를 진행할 때, 특정 
주행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품목들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3. 연간 10,000km 이상을 주행하는 모터사 
이클은 모터사이클이 특정 주행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품목들과 함께 관리해야 합 
니다. 이 외에도 연간 기준의 항목들은 지 
정된 것처럼 연간 간격으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유지 관리는 지정된 유지 관리 간격 
또는 그 이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모터사이 
클에 가장 적합한 유지 관리 일정에 대한 정보는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은 부적절한 유지 관리 
또는 부적절한 조정으로 인한 손상 및 부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128

정기 유지 관리 표
작업 설명 적산 거리계의 km 또는 주기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

최초 정비 연간 정비 주행 거리 기반 정비

매 800km,  
1개월

연간 10,000km 
30,000km

20,000km 40,000km

윤활
엔진 오일 - 교환 - • • • • •

엔진 오일 필터 - • • • • •

엔진 오일 쿨러 - 누유 점검 매일 • • • • •

연료 시스템과 엔진 관리
연료 시스템 - 누유, 마찰음 등. 매일 • • • • •

스로틀 바디 플레이트 (버터플라이) - 점검/청소 - • • •

자동스캔 - 트라이엄프 진단 도구를 사용해 자동 스캔 수행 
(사본 제공)

- • • • • •

ABS 모듈레이터 - 저장된 DTC 확인 - • • • • •

2차 에어 인젝션 시스템 - 점검/청소 - • •

에어 클리너 - 교환 - • •

스로틀 바디 - 밸런스 - • • •

연료 호스 - 교환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매 4년 마다
증발 손실 호스* - 교환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매 4년 마다

이그니션 시스템
스파크 플러그 - 점검 - •

스파크 플러그 - 교환 - • •

냉각 시스템
냉각 시스템 - 누유 점검 매일 • • • • •

냉각수 용량 - 점검/조정 매일 • • • • •

냉각수 - 교환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매 3년 마다
엔진

클러치 케이블 - 점검/조정 매일 • • • • •

밸브 클리어런스 - 점검/조정 - • •

캠샤프트 타이밍 - 조정 첫 20,000km 서비스 때만
휠과 타이어

휠 - 파손 점검 매일 • • • • •

휠 베어링 - 마모/원활 점검 - • • • • •

타이어 마모/손상 - 점검 매일 • • • • •

타이어 공기압 - 점검/조정 매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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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적산 거리계의 km 또는 주기 중 먼저 도달하는 시점

최초 정비 연간 정비 주행 거리 기반 정비

매 800km,  
1개월

연간 10,000km 
30,000km

20,000km 40,000km

전기 장치
등화, 계기반 및 전기 시스템 - 점검 매일 • • • • •

스티어링 및 서스펜션
스티어링 - 원활 점검 매일 • • • • •

포크 - 누유/원활 점검 매일 • • • • •

포크 오일 - 교환 - •

헤드스톡 베어링 - 점검/조정 - • • • •

헤드스톡 베어링 - 윤활 - • •

리어 서스펜션 링크 - 점검/윤활 - • •

브레이크
브레이크 액 용량 - 점검 매일 • • • • •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 액 누유 점검 매일 • • • • •

브레이크 캘리퍼 - 누유 및 피스톤 작동 점검 매일 • • • • •

브레이크 액 용량 - 점검 매일 • • • • •

브레이크 액 - 교환 주행 거리 관계없이, 매 2년 마다
드라이브 체인

드라이브 체인 처짐- 점검/조정 매일 • • • • •

드라이브 체인 - 마모 점검 매 800km 마다
드라이브 체인 - 윤활 매 300km 마다
드라이브 체인 조정 한계 - 점검 매일 • • • • •

일반
패스너 - 육안 검사 매일 • • • • •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 - 육안으로 마모 검사 매일 • • • • •

사이드 스탠드 - 작동 점검 매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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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오일

cbnz

경고
모터사이클의 엔진 오일이 충분하지 않거나 
열화 또는 오염된 경우, 엔진 마모를 가속시킬 
수 있으며 엔진 또는 변속기가 고착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엔진이나 변속기가 갑작스럽게 
고착되면 모터사이클의 조작성을 잃거나 사 
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및 클러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려 
면 엔진 오일의 적정량을 유지하고 정기 유지 
관리 항목에 따라 오일 및 오일 필터를 교체하십 
시오.

오일 용량 점검

2
cdlq

5

4

1

3

1.	 필러
2.	 크랭크케이스 딥스틱 위치
3.	 딥스틱
4.	 상단 표시
5.	 하단 표시

경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엔진의 시동을 걸거나 주 
행하지 마십시오.
배기 가스는 독성을 갖고 있으며 짧은 시간 내에 
정신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야외 혹은 공기 순환이 원활한 곳에서 
만 엔진의 시동을 걸어주십시오.

주의
엔진 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 
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오일 압력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으면 즉시 엔진의 시동을 끄고 원 
인을 파악하십시오.



유지 관리

131

엔진 시동을 걸고 약 5분 동안 아이들링 상태로 
두십시오.
엔진의 시동을 끈 다음 엔진 오일이 안정되도록 
3분 이상 기다리십시오.

참고:
•	 엔진이 정상 작동 온도에서 모터사이클이 

똑바로 세워져 있고(사이드 스탠드가 아 
님) 딥스틱이 완전히 돌려져 잠겼을 때만 
엔진의 오일 용량을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	 크랭크 케이스의 딥스틱 홀을 통해 오일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딥스틱을 제거합니다.
오일 용량은 딥스틱의 선으로 표시됩니다. 오일 
용량이 가득 찬 상태라면 딥스틱에 있는 상단 
표시와 수평이 되어야 합니다.
오일 용량이 하부 표시에 있으면 필러 플러그를 
제거하고 오일 용량이 올라올 때까지 클러치 커 
버의 필러 플러그 홀을 통해 오일을 조금씩 넣으 
십시오.
올바른 용량에 도달하면 필러 플러그를 끼우고 
조입니다.

오일과 오일 필터 교환

cjxt

1

2

1. 오일 드레인 플러그
2.	 오일 필터

엔진 오일과 필터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 항목에 
따라 교체되어야 합니다.

경고
엔진 오일이 장시간 혹은 반복적으로 피부에 
닿을 경우, 피부 건조 및 자극으로 인해 피부 
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된 엔진 
오일에는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한 오 
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상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오일이 피부에 닿지 않 
도록 하십시오.

엔진을 예열한 다음 엔진을 정지시키고 모터사 
이클을 평평한 곳에 세웁니다.
엔진 아래에 오일 드레인 팬을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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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엔진 오일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장갑, 눈 보호 장치 등의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뜨거운 오일과의 접촉을 피하십시 
오.
뜨거운 오일에 피부가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일 드레인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트라이엄프 서비스 공구 T3880313을 사용하 
여 장착된 오일 필터를 제거하십시오. 기존에 사 
용된 오일 필터는 환경 진화적 방법으로 폐기하 
십시오.
새 오일 필터의 실링 링에 깨끗한 엔진 오일을 
얇게 바르십시오. 오일 필터를 장착하고 규정 토 
크 10	Nm로 조이십시오.
오일이 완전히 빠져 나간 후, 드레인 플러그에 
새로운 실링 와셔를 장착하십시오. 드레인 플러 
그를 규정 토크 25	Nm에 맞추고 조입니다.
캐스트롤 파워 1 레이싱 4T 10W-40(합성유)와 
같은 API SH등급(혹은 그 이상)과 JASO MA를 
충족시키는 10W/40 혹은 10W/50 점도의 반 
합성유 혹은 합성유를 주입하십시오.
엔진 시동을 걸고 최소 30초 동안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주의
오일이 엔진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엔 
진의 회전 속도를 아이들링보다 높게 상승시 
키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엔진을 30초 동안 아이들링 상태로 유지해 엔 
진 오일을 완전히 순환시킨 후 엔진의 회전수 
를 높이십시오.

주의
엔진 오일의 압력이 너무 낮으면 엔진 오일 
저압 경고등이 켜집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다면 즉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엔진 오일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엔진을 작동 
시키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 꺼져있고 오일 압력 
메시지가 계기반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지 확 
인하십시오.
엔진을 정지시키고 오일 용량을 다시 점검하 
십시오. 필요한 경우 엔진 오일 용량을 조정하 
십시오.

교환된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 폐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땅이나 하수구 또는 흐 
르는 물에 오일을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사용한 
오일 필터를 일반 쓰레기와 함께 넣지 마십시오. 
확실치 않은 경우 해당 지방 정부에 문의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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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제원과 등급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고성능 연료 분사 
엔진은 캐스트롤 파워 1 레이싱 4T 10W-40(
합성유)와 같은 API SH등급(혹은 그 이상)과 
JASO MA를 충족시키는 10W/40 혹은 10W/ 
50 점도의 반합성유 혹은 합성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캐스트롤 파 
워 RS 레이싱 4T 10W-40(합성유)로 판매됩 
니다.
소유자의 주행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오일 
점도(10W/40 또는 10W/50)를 점검하려면 아 
래의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20 -10 0 10 20 30 40

-4 14 5032 68 86 104

(°C)

(°F)

Ambient Temperature (°C)

Ambient Temperature (°F)

SAE 10W/50

SAE 10W/40

점도에 따른 온도 범위

절대로 엔진 오일에 별도의 화학 첨가제를 넣지 
마십시오. 엔진 오일은 클러치 또한 윤활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별도의 첨가제를 주입하면 클 
러치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미네랄, 식물성 오일, 비 정화성 오일, 캐스터 
기반 오일 혹은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 오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오일들을 사용하 
면 엔진이 즉각적으로 심한 손상을 입을 수 있 
습니다.

냉각 시스템

효율적인 엔진 냉각을 위해서는 모터사이클을 
타기 전에 냉각수 용량을 확인하고 냉각수 용량 
이 낮을 때에는 냉각수를 보충하십시오.

참고:
•	 연중 모터사이클이 공장에서 생산될 때, 

하이브리드 오가닉 애시드 테크놀러지(하 
이브리드 OAT 혹은 HOAT) 냉각수가 냉 
각 시스템에 탑재됩니다. 이 냉각수는 녹 
색으로, 에틸렌 글리콜 기반의 부동액을 
50% 함유한 것으로 -35°C의 빙점을 가집 
니다.

부식 억제제

경고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는 알루미늄 엔 
진 및 라디에이터에 적합한 부식 억제제 및 
부동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냉각수를 사용하십시오.
부동액 및 부식 방지제가 포함된 냉각수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부동액이나 모터사이클 냉각수를 삼 
키지 마십시오.

기온 (°C)

기온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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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이 제공하는 HD4 

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는 사전에 혼합 
되어 있으므로 냉각 시스템에 주입하기 
전에 희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부식을 억제하려면 냉각수에 부 
식 방지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 
니다. 부식 방지제가 포함된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냉각 시스템이 녹과 스케일을 형성해 워 
터 재킷과 라디에이터에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 
게 되면 냉각수 통로가 막히고 냉각 시스템의 
효율이 크게 저하됩니다.

냉각수 용량 점검

참고:
•	 냉각수 용량 점검은 엔진이 차가울 때(실 

내 온도 혹은 주변 기온에서) 점검해야 합 
니다.

cjxo

2

1

3

4

1.	 냉각수 확장 탱크
2.	 필러 캡
3.	 최대 용량 표시
4.	 최소 용량 표시

모터사이클을 평평한 지면에 똑바로(사이드 스 
탠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 세우십시오. 냉각 
수 확장 탱크는 모터사이클의 좌측면, 연료 탱 
크의 앞쪽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 확장 탱크의 냉각수 용량을 확인합니다.
냉각수 용량은 반드시 최대 용량과 최소 용량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냉각수 용량이 최소 
용량 이하라면 냉각수 용량을 조정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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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용량 조정

경고
엔진이 뜨거울 때에는 냉각수 확장 탱크 또는 
라디에이터 압력 캡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엔진이 뜨거울 때, 라디에이터 내부의 냉각수 
는 뜨겁고 높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고온의 가압 냉각수와 접촉하는 경우 화상 또 
는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cjxo

2

1

3

4

1. 냉각수 확장 탱크
2.	 필러 캡
3.	 최대 용량 표시
4.	 최소 용량 표시

엔진이 식도록 두십시오..
냉각수 확장 탱크 캡은 모터사이클의 좌측면에 
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냉각수 확장 탱크에서 캡을 제거하고 용량이 최 
대 용량 표시에 도달할 때까지 냉각수 혼합물을 
주입하십시오. 캡을 다시 장착하십시오.

참고:
•	 냉각수가 과열된 경우에는 냉각수 용량을 

체크할 때 라디에이터 내부의 냉각수도 확 
인하고 필요하다면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도 보충하십시오.

•	 비상시에는 증류수를 냉각 시스템에 주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각수는 
가능한 한 빨리 배출시키고 HD4X 하이브 
리드 OAT 냉각수로 다시 보충하여야 합 
니다.

주의
증류수가 아닌 미네랄 워터를 냉각 시스템에 
사용하면 엔진 및 라디에이터에 스케일이 축 
적되어 냉각 시스템의 효율이 크게 저하됩니 
다.
냉각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면 엔진이 과열 
되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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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교환
규정된 유지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서 냉각수를 교환할 것을 권장합니 
다.

라디에이터와 호스

경고
냉각 팬은 엔진에 시동이 걸려있을 때 자동으 
로 작동됩니다. 회전하는 냉각 팬에 접촉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손과 옷을 냉각 
팬에서 멀리하십시오.

주의
세차장 또는 가정용 고압 세척기와 같이 고압 
의 워터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라디에이터 핀 
이 손상되어 냉각수 유출이 발생하고 라디에 
이터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의 앞 쪽 또는 냉각 팬 뒤쪽에 승 
인되지 않은 액세서리를 장착하여 라디에이 
터로 향하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디에이터로 향하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되면 
과열되어 잠재적으로 엔진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정기 유지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라디에이터 
호스에 균열이나 열화가 있는지 점검하고 호스 
클립이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 
함이 발견된 경우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서 제품을 교체하십시오.
곤충, 나뭇잎, 또는 진흙 등으로 인해 라디에이 
터 그릴의 핀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흐르는 물로 씻어내십시오.

스로틀 콘트롤

경고
스로틀 콘트롤의 ‘감각’ 변화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로틀 콘트롤의 
감각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면 트라이엄프 공 
인 딜러를 통해 스로틀 시스템을 점검하십시 
오. 스로틀 콘트롤 감각의 변화는 스로틀 콘 
트롤 메커니즘의 마모로 인해 고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로틀 콘트롤이 고착되는 경우, 모터사이클 
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점검

경고
스로틀 조절 장치가 파손되거나 고착된 상태 
에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면 스로틀 기능이 
방해되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 
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로틀 컨트롤이 파손되거나 고착된 상태로 
계속 사용하지 않으려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 
러에 점검을 의뢰하십시오.

스로틀이 과도하지 않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열 
리며 스로틀이 되돌아오지 않고 중간에 걸리 
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 문의해 
스로틀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스로틀 그립을 가볍게 앞/뒤로 돌리면서, 1 - 2 
mm  가량의 유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유격이 적절하지 않다면 트라이엄프는 여 
러분의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게 점검을 요청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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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1.	 클러치 레버
2.	 2 - 3 mm

본 모터사이클은 케이블로 작동되는 클러치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클러치 레버의 유격이 과도하면 클러치가 완전 
히 분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어 변경 및 중립 선택이 어려워집 
니다. 이로 인해 엔진의 실속이 일어나 모터사 
이클의 콘트롤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클러치 레버의 유격이 불충분하면 클러 
치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아 클러치가 미끄러져 
성능이 저하되고 조기 클러치 마모가 발생합 
니다.
클러치 레버의 유격은 정기 유지 관리 요구 사 
항에 따라 점검해야 합니다.

클러치 점검
클러치 레버의 유격이 2 - 3mm인지 확인하십 
시오.
만약 유격이 올바르지 않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클러치 조정
정확한 양의 유격이 확보될 때까지 클러치 레버 
의 어저스터 슬리브를 돌립니다.
클러치 레버에 2 - 3 mm의  유격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만약 유격이 올바르지 않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12 - 3 mm

2

cggr

3

1.	 클러치 레버
2.	 어저스터 슬리브(락 너트 풀림)
3.	 올바른 간격 2 - 3 mm

클러치 레버 어저스터로 적절한 유격이 확보되 
지 않을 때에는 케이블 끝 부분의 케이블 어저 
스터를 사용하십시오.
어저스터 락 너트를 느슨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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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터 케이블 어저스터를 돌려 클러치의 유격 
을 2 - 3mm로 조정하십시오.
락 너트를 규정 토크 3.5Nm로 조이십시오.

cjxg

2

1

1.	 어저스터 너트
2.	 클러치 아우터 케이블

드라이브 체인

cbnz

경고
체인이 마모되거나 느슨해져, 스프로켓에서 
튀어 오르거나 끊어지면 체인이 엔진 스프로 
켓 혹은 리어 휠을 잠글 수 있습니다.
체인이 끊어져 엔진 스프로켓에 걸리는 경 
우에는 체인이 라이더를 부상시킬 수 있으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어 휠이 잠기게 되는 경우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드라이브 체인의 과도한 
마모를 방지하려면 드라이브 체인을 정기적인 
유지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윤활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인의 
점검과 조정 및 윤활 작업은 고속 주행이나 소 
금기가 있는 물과의 접촉 또는 자갈이 많은 노면 
등을 포함한 극단적인 주행 조건하에서는 더 자 
주 이뤄져야 합니다.
체인이 심하게 마모되거나 잘못 조정된 경우(
너무 느슨하거나 지나치게 당겨진 경우) 체인이 
스프로켓에서 벗어나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터사이클 소유주는 항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가 제공한 정품 트라이엄프 부품을 
사용하여 마모되거나 손상된 체인을 교체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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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체인 윤활
드라이브 체인은 매 300km 주행 시 마다 윤 
활이 필요하며, 습기가 많은 날씨나 젖은 노면 
혹은 체인이 마른 것처럼 보일 때에도 윤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원 항목에서 추천되는 특별한 드라이브 체인 
윤활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체인의 안쪽에 윤활 제품을 바른 다음 모터사 
이클을 8시간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밤 
시간이 이상적). 이렇게 하면 윤활유가 드라이 
브 체인의 O-링 등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을 하기 전, 과도한 윤활은 닦아내십시오.
드라이브 체인이 특히 지저분한 경우에는 먼저 
체인을 청소한 이후 위에 언급된 것처럼 윤활 
제품을 도포하십시오.

주의
압력이 가해지는 체인 워셔를 사용하여 드라 
이브 체인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드라이브 체 
인의 구성 요소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체인 유격 점검

1

1.	 최대 유격 위치

경고
작업에 앞서 모터사이클이 안정되고 적절히 
지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터사이클과 신체적 손상을 예 
방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평평한 곳에 놓고 무게가 가해 
지지 않도록 똑바로 세우십시오.
리어 휠을 밀어서 돌리면서 체인이 가장 팽팽 
해지는 위치를 찾고, 전후 스프로켓의 가운데 
지점에서 드라이브 체인의 상하 유격을 측정 
하십시오.
드라이브 체인의 상하 유격은 20~30mm 이내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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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체인 유격 조정
드라이브 체인의 유격이 올바르지 않으면 다 
음과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리어 휠 스핀들 너트를 풀어줍니다.
좌측과 우측 모두 드라이브 체인 어저스터 볼 
트의 락 너트를 풀어줍니다.
양쪽 어저스터를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고 어 
저스터 볼트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드라이브 
체인의 유격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 
리면 유격이 줄어듭니다.

1.	 어저스터 볼트
2.	 어저스터 볼트 락 너트
3.	 리어 휠 스핀들 너트

정확한 드라이브 체인 유격이 설정되면 휠을 
어저스터와 완전히 맞물리도록 하십시오.
어저스터 락 너트를 규정 토크 20Nm로 조이고 
리어 휠 스핀들 너트는 규정 토크 110Nm로 
조입니다.
드라이브 체인의 유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 
시오.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하십시오.

경고
어저스터 락 너트 또는 휠 스핀들 너트가 느 
슨하게 조여진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타면 
안정성과 핸들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성과 핸들링 저하는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해 손실을 발생시 
킬 수 있습니다.

리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필요한 경우 재조정하십시오.

경고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터사이클을 
다시 운행하기 전에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수리를 받으십시오.
결함을 수리하지 않으면 제동 효율이 저하되 
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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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체인 및 스프로켓 마모도 점검

2

1

1.	 20개의 링크 길이 측정
2.	 무게 추

드라이브 체인 가드를 제거합니다.
드라이브 체인에 10~20kg의 무게 추를 달아 
드라이브 체인을 팽팽하게 합니다.
드라이브 체인의 윗부분에 있는 20개의 체인 
링크 길이를 측정합니다. 체인 링크의 길이는 첫 
번째 핀의 중앙에서 21번째 핀의 중앙 부분 
까지입니다. 드라이브 체인이 고르지 않게 마모 
될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을 측정하십시오.
체인 링크의 길이가 최대 제한 길이인 319mm
를 초과하는 경우, 드라이브 체인을 교체해야 
합니다.
리어 휠을 돌려 드라이브 체인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느슨한 핀과 링크가 있는지 확 
인합니다.
또한 스프로켓이 고르지 않고, 지나치게 마모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ccol

Worn Tooth
(Engine Sprocket)

Worn Tooth
(Rear Sprocket)

(Sprocket wear exaggerated for
illustrative purposes)

드라이브 체인이나 스프로켓에 이상이 있다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교체하십시오.
드라이브 체인 가드를 다시 장착하고, 규정 토크 
4Nm로 조이십시오.

경고
절대로 드라이브 체인 유지 관리를 무시해서 
는 안됩니다. 또한 드라이브 체인을 장착할 때 
는 항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진행하 
십시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부품 카탈로그에 
명시된 트라이엄프 공인 드라이브 체인을 사 
용하십시오.
공인되지 않은 드라이브 체인을 사용하면 드 
라이브 체인이 끊어지거나 스프로켓과 분리되 
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스프로켓의 마모를 확인하면 항상 스프로켓과 
드라이브 체인을 함께 교체하십시오.
드라이브 체인을 교체하지 않고 마모된 스프 
로켓만 교체하게 되면 새 스프로켓이 더 빨리 
마모될 수 있습니다.

마모된 톱니 
(엔진 스프로켓)

마모된 톱니 
(리어 스프로켓)

(스프로켓 마모를 설명하기 위해 확대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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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프론트 브레이크 마모도 점검
브레이크 패드는 정기 유지 관리 요구 사항에 따 
라 점검되어야 하며 최소 두께 이상으로 사용 
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1.	 캐리어 플레이트
2.	 브레이크 패드

모델 캐리어 
플레이트 
최소 두께

최소 라이닝 
두께 

최소 서비스 
두께 
(라이닝과 
캐리어 
플레이트)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4.0mm 1.5mm 5.5mm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4.0mm 1.5mm 5.5mm

스트리트 
트리플 RS

4.8mm 1.0mm 5.8mm

패드 라이닝의 두께가 표에 명시된 것보다 얇으 
면 휠의 모든 패드를 교체하십시오.

경고
새로운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는 경우 브레 
이크 패드의 캐리어 플레이트가 표에 표시된 
지정 두께인지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 패드를 규정된 캐리어 플레이트 두 
께보다 얇은 제품을 장착하면 브레이크 패드 
가 손실되어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트라이엄프가 제공하는 이 모델의 브레이크 패 
드는 캐리어 플레이트를 권장 두께로 사용 
합니다.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서 제공하는 교 
체용 브레이크 패드를 공급 받아 장착하십시오.

1

2

chbe_1

1.	 캐리어 플레이트
2.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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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브레이크 마모도 점검
패드 라이닝의 두께가 표에 명시된 것보다 얇으 
면 휠의 모든 패드를 교체하십시오.

경고
새로운 브랜드의 브레이크 패드를 장착하는 
경우 브레이크 패드의 캐리어 플레이트가 표 
에 표시된 지정 두께인지 확인하십시오.
브레이크 패드를 규정된 캐리어 플레이트 두 
께보다 얇은 제품을 장착하면 브레이크 패 
드가 손실되어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모델 캐리어 
플레이트 
최소 두께

최소 라이닝 
두께 s

최소 서비스 
두께(
라이닝과 
캐리어 
플레이트)

전모델 3.0mm 1.5mm 4.5mm

트라이엄프가 제공하는 이 모델의 브레이크 패 
드는 캐리어 플레이트를 권장 두께로 사용합 
니다.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서 제공하는 교 
체용 브레이크 패드를 공급 받아 장착하십시오.

2
1

1.	 캐리어 플레이트
2.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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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길들이기

경고
브레이크 패드는 항상 세트로 교체해야 합니 
다. 2개의 캘리퍼가 동일한 휠에 장착된 모든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십시오.
개별적으로 패드를 교체하면 제동 효율이 저 
하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교체용 브레이크 패드가 장착된 후에는 새 브 
레이크 패드가 ‘길 들’ 때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는 성능과 수명 
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길들이기를 필 
요로 합니다. 새로운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의 
권장 길들이기 거리는 300km 입니다.
이 주행 거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한 브레이 
킹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주행하면서 충분한 제 
동 거리를 확보하십시오.

디스크 브레이크 액

경고
브레이크 액은 흡습성이 있어 공기 중의 수분 
을 흡수합니다.
브레이크 액에 흡수된 수분은 브레이크 액의 
끓는 점을 크게 낮춰 제동 효율을 감소시킵니 
다.
따라서 항상 정기적인 유지 보수 요구 사항에 
따라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십시오.
항상 밀폐된 용기에 담긴 새 브레이크 액을 사 
용하고, 밀폐되지 않은 용기 또는 이전에 열린 
적이 있는 브레이크 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브랜드 혹은 다른 등급의 브레이크 액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브레이크 피팅, 씰 및 
조인트 주변의 누유를 점검하고 브레이크 호 
스의 균열이나 열화 및 손상은 없는지 점검하 
십시오.
라이딩을 하기 전에는 항상 문제를 바로잡으 
십시오.
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험한 
라이딩 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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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ABS가 작동하지 않으면 브레이크 시스템은 
ABS 해제 상태로 계속 작동됩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브레이크를 너무 강하게 사용하면 휠 
이 잠겨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고등이 표시되면 속도를 줄이고 필요 이상 
으로 오랫동안 주행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방문하여 기능 
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전후 브레이크 액 리저버의 용량을 점검하고 
정기 유지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십시오. 제원 항목에서 권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DOT 4 등급의 브레이크 액을 사용하 
십시오. 브레이크 액이 습기 또는 다른 오염물로 
오염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브레이크 액을 
교체하십시오.

참고:
•	 ABS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액을 

빼내려면 특수 공구가 필요합니다. 브레 
이크 액을 교체해야 하거나 유압 시스템에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로 문의하십시오.

브레이크 액 용량 점검 및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및 스트리트 트리플 RS

1

2

jajc_2 3

1.	 프론트 브레이크 액 리저버
2.	 상부 용량 선
3.	 하부 용량 선

브레이크 액 리저버의 용량은 상부와 하부 용량 
라인 사이에 유지되어야(리저버가  수평 상태에 
서) 합니다.
브레이크 액의 용량을 조정하려면 캡 스크류를 
풀고 리저버 캡과 칸막이 씰을 제거합니다.
리저버에 밀폐된 용기에 담겨있는 새 DOT 4 
브레이크 액을 상부 용량 라인까지 채우십시오.
칸막이 씰이 캡과 리저버 본체 사이에 올바르게 
위치하였는지 확인하고 덮개를 다시 장착합니 
다. 캡 고정 스크류는 규정 토크 0.7Nm로 조이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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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브레이크 액 리저버의 용량이 상당 수준으로 
떨어지면 모터사이클을 운행하기 전에 트라 
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브레이크 액 누유가 있거나 브레이크 액이 누 
출되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어 위험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브레이크 액 용량 점검 및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S 및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c

2

1

1.	 프론트 브레이크 액 리저버, 최대 용량 라인
2.	 최소 용량 라인

브레이크 액 리저버의 용량은 최대와 최소 용량 
라인 사이에 유지되어야(리저버가  수평 상태에 
서) 합니다.
브레이크 액의 용량을 조정하려면 캡 스크류를 
풀고 리저버 캡과 칸막이 씰을 제거합니다.
밀폐된 용기에 담겨있는 새 DOT 4 브레이크 액 
을 리저버의 최대 용량 라인까지 채우십시오.
칸막이 씰이 캡과 리저버 본체 사이에 올바르게 
위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커버를 다시 장착합니 
다. 캡 리테이닝 스크류를 규정 토크 1Nm로 
조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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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브레이크 액 리저버의 용량이 상당 수준으로 
떨어지면 모터사이클을 운행하기 전에 트라이 
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브레이크 액 누유가 있거나 브레이크 액이 누 
출되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어 위험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리어 브레이크 액 점검 및 조정

chrk

1

2

1. 리어 브레이크 액 리저버
2.	 상부 용량 라인
3.	 하부 용량 라인

리저버는 모터사이클의 우측편 사일렌서 앞쪽 
과 라이더 시트의 사이에 있습니다.
브레이크 액 용량을 확인하려면 리저버에 표 
시된 용량을 점검하십시오. 브레이크 액 용량은 
상부 및 하부 라인(리저버 수평 유지)사이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브레이크 액 용량을 조정 
하려면 리저버 캡을 풀고 칸막이 씰을 제거하 
십시오.

리저버에 밀폐된 용기에 담겨있는 새 DOT 4 
브레이크 액을 상부 용량 라인까지 채우십시오.
칸막이 씰이 캡과 리저버 본체 사이에 올바르게 
위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커버를 다시 장착합니 
다.

경고
브레이크 액 리저버의 용량이 상당 수준으로 
떨어지면 모터사이클을 운행하기 전에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브레이크 액 누유가 있거나 브레이크 액이 
누출되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어 
위험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트 스위치

경고
브레이크 라이트에 결함이 있는 채로 모터사 
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합니다.
브레이크 라이트의 결함이 있는 상태의 모터 
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라이더 및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라이트는 프론트와 리어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점등됩니다. 이그 
니션 스위치를 ON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프론 
트 브레이크 레버를 당기거나 리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라이트가 점등 
되지 않는다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 문의하 
여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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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경고
미러를 잘못 조정한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 조정된 미러를 사용하면 모터사이클 후 
방의 시야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모터사이클을 타기 전에 충분한 후방 시야를 
제공하도록 항상 거울을 조정하십시오.

경고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중에 미러를 닦거나 
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터사이클을 운 
행하면서 핸들바에서 손을 떼면 모터사이클을 
제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모터사이 
클을 운행하면서 미러를 청소하거나 조정하려 
고 하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정차한 
상태에서 미러를 조정하십시오.

경고
바 엔드 미러를 잘못 조정하면 미러 암이 클 
러치 레버 또는 모터사이클의 다른 부품에 닿 
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브레이크 또는 클러 
치 레버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핸들링이 제 
한되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미러를 조정하여 모터사이클의 
어떤 부분에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정 후 
미러가 연료 탱크,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 레버 
및 모터사이클의 다른 부분과 닿지 않는지 핸 
들 바를 좌, 우로 완전히 돌려서 확인하십시오.

주의
바 엔드 미러를 잘못 조정하면 미러 암이 클러 
치 레버 또는 모터사이클의 다른 부품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 
레버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핸들링이 제한되 
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미러를 조정하여 모터사이클의 
어떤 부분에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정 후 
미러가 연료 탱크,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 레버 
및 모터사이클의 다른 부분과 닿지 않는지 핸 
들 바를 좌, 우로 완전히 돌려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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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엔드 미러는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서 조 
정하여 일반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미러 암의 수직 섹션을 기 
준으로 미러를 75°도 이상 돌리지 마십시오.

75°

1

1. 미러 암 수직 섹션

서스펜션 및 스티어링 점검

스티어링/휠 베어링

경고
점검 중에 모터사이클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터사이클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서포터에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각각의 휠에 극단적으로 힘을 가하거나 강하 
게 흔들지 마십시오. 모터사이클이 불안정해 
지고 서포터에서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서포터의 위치가 모터사이클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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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베어링 점검

경고
프론트 또는 리어 휠 베어링이 마모 또는 손상 
된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위 
험하며 불안정적인 핸들링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베어링의 상태가 의심스러운 경우, 라이딩을 
하기 전에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점검 
을 의뢰하십시오.

프론트 또는 리어 휠의 베어링에서 시끄러운 소 
음이 들리거나 휠이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고, 휠 
허브에서 유격이 있는 경우에는 트라이엄프 공 
인 딜러를 통해 휠 베어링을 점검하십시오. 휠 
베어링은 정기 유지 관리 표에 지정된 간격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ckaf

휠 베어링 점검

휠 베어링 점검 방법:
모터사이클을 평평한 지면 위에 똑바로 세웁니다.
모터사이클을 지지한 상태에서 프론트 휠을 지 
면에서 띄우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옆에 서서 프론트 휠의 상단을 좌 
우로 가볍게 흔들어주십시오.
유격이 감지될 경우, 라이딩을 하기 전에 트라이 
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모든 결함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리프팅 장비의 위치를 변경하고 리어 휠에서 앞 
선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모터사이클을 지탱하고 있던 서포터를 제거하 
고 사이드 스탠드를 사용해 모터사이클을 세웁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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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서스펜션 - 프론트 포크 점검

경고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서스펜션을 장착한 상 
태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각각의 서스펜션에는 압축된 오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스펜션의 부품을 해체하지 마십 
시오.
압축된 오일과 접촉하는 경우 눈과 피부에 손 
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S 표시

각각의 포크에서 슬라이더 표면의 긁힘이나 파 
손, 오일 누유의 흔적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파손이나 누유의 흔적이 발견되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게 문의 하십시오.
 

포크가 부드럽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방법:
 • 모터사이클을 평평한 곳에 세우십시오.
 • 핸들바를 잡고 프론트 브레이크를 사용 

하면서 프론트 포크를 여러 번 위 아래로 
펌핑하십시오.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거칠거나 과도하게 뻣뻣 
한 경우에는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로 문의하 
십시오.

스티어링 점검
정기 유지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스티어링(헤 
드스톡) 베어링의 윤활 상태를 점검합니다.

참고:
•	 스티어링 베어링을 점검할 때 항상 휠 베 

어링을 동시에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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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어링(헤드스톡) 베어링 유격 점검

스티어링 유격 점검

점검
모터사이클을 평평한 지면에서 똑바로 세웁니 
다.
모터사이클을 지지한 상태에서 프론트 휠을 지 
면에서 띄우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정면에 선 상태에서 프론트 포 
크의 하단을 잡고 앞뒤로 움직이십시오.
스티어링(헤드스톡) 베어링에서 유격이 발생하 
는 경우,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모든 
결함을 점검하고 바로잡으십시오.

경고
스티어링(헤드스톡)이 잘못 조정되거나 손상 
된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타는 것은 위험하 
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 
발할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지탱하고 있던 서포터를 제거하 
고 사이드 스탠드를 사용해 모터사이클을 세웁 
니다.

서스펜션 조정

프론트 서스펜션 설정

경고
프론트와 리어 서스펜션 사이의 밸런스가 유 
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스펜션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 핸들링 
특성을 크게 변화시켜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의 
설정 표를 참조하거나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에 문의하십시오.

표준 서스펜션 설정은 일반적이고 편안한 승차 
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표는 프론트 서스펜 
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줍니다.

참고:
•	 본 모터사이클의 프론트 서스펜션은 공장 

출고 시, 프론트 서스펜션 세팅 표에 설명 
된 것처럼 기본 로드 (솔로)에 맞춰 세팅 
되었습니다. 솔로 서스펜션 세팅은 일반적 
인 솔로 라이딩에서 편안한 승차감과 좋은 
핸들링 특성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 
팅 표는 프론트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 
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라이 
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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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서스펜션 설정 표

스트리트 트리플 RS

프론트

하중 스프링 
프리 로드1 

리바운드 
댐핑2

컴프레션 
댐핑2

솔로 
라이딩

트랙 3.5 2 1

스포츠 3.5 2 2

로드 3.5 4 5

컴포트 3.5 5.5 7

라이더와 동승자 3.5 4 5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2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참고:
•	 이 서스펜션 세팅 표는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 
니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 
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 
습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프리로드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S

ciys

1

1.	 프론트 서스펜션 프리로드 어저스터 (우측편 표시)

프리로드 어저스터는 양쪽 프론트 포크의 바닥 
면에 위치합니다.
프리로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저스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하고, 동승자 시트 
밑에 부착된 육각 렌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프리로드가 줄어듭니다.
언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 
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횟수를 계산하십 
시오.

참고:
•	 본 모터사이클은 153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프리로드 어저스터를 로드 
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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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서스펜션 리바운드 및 컴프레션 
댐핑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S

cjyf 1

2

1.	 컴프레션 댐핑 어저스터
2.	 리바운드 댐핑 어저스터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핑 어저스터는 각 포크 
의 맨 위에 위치합니다.
리바운드 댐핑 설정의 변경은 TEN 슬롯 어저 
스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하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감소합니다.
컴프레션 댐핑 설정의 변경은 COM 슬롯 어저 
스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하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감소합니다. 항상 시계 방향 
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반대로 돌린 횟수를 
계산하십시오.

참고:
•	 본 모터사이클은 153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 
핑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 
도됩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표

스트리트 트리플 R

프론트

하중 스프링 
프리 로드1 

리바운드 
댐핑2

리바운드 
댐핑2

솔로 
라이딩

트랙 5 1 1.5

스포츠 5 1 2

로드 5 2.5 5

컴포트 5 5.5 7

라이더와 동승자 5 2.5 5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2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참고:
•	 이 서스펜션 세팅 표는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 
니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 
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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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서스펜션 표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프론트

하중 스프링 
프리로드1 

리바운드 
댐핑2

컴프레션 
댐핑2

솔로 
라이딩

트랙 5 1 1

스포츠 5 2 2

로드 5 2.5 5

컴포트 5 5.5 7

라이더와 동승자r 5 2.5 5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2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참고 :
•	 이 서스펜션 세팅 표는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 
니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 
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습 
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프리로드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cjyc

1

1.	 어저스터 스크류

프리로드의 설정 변경은 어저스터 스크류를 시 
계 방향으로 돌리면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줄어듭니다.
언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 
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횟수를 계산하십 
시오.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각각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프리로드를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 
장에서 인도됩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R은 
154페이지,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 
은 승차고)는 1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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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트 서스펜션 리바운드 및 컴프레션 
댐핑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낮은 승차고)

1.	 컴프레션 댐핑 어저스터 (COM)
2. 리바운드 댐핑 어저스터 (TEN)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핑 어저스터는 우측 
포크의 맨 위에 위치합니다.
리바운드 댐핑 설정의 변경은 TEN 슬롯 
어저스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하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감소합니다.
컴프레션 댐핑 설정의 변경은 COM 슬롯 
어저스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하고 반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감소합니다.
항상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반대로 돌린 횟수를 계산하십시오.

참고 :
•참고 : 본 모터사이클은 각각 서스펜션 표에 

서와 같이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핑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 
니다. 스트리트 트리플 R은 154페이지,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는 
1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리어 서스펜션 설정

경고
프론트와 리어 서스펜션 사이의 밸런스가 유 
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스펜션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경우, 핸들링 
특성을 크게 변화시켜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의 
설정 표를 참조하거나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에 문의하십시오.

표준 서스펜션 설정은 일반적이고 편안한 승차 
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의 표는 프론트 서스펜션 
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줍니다.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의 프론트 서스펜션은 공장 

출고 시, 프론트 서스펜션 세팅 표에 설명 
된 것처럼 기본 로드 (솔로)에 맞춰 세팅 
되었습니다. 솔로 서스펜션 세팅은 일반적 
인 솔로 라이딩에서 편안한 승차감과 좋은 
핸들링 특성을 제공합니다.

서스펜션 세팅 표는 프론트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니 
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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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서스펜션 설정 표 

스트리트 트리플 RS

경고
리어 서스펜션 유닛의 스프링 프리로드는 라 
이더에 의해 조정될 수 없습니다.
스프링 프리로드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라이딩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 경우 모터사 
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리어

하중 리바운드 
댐핑1

컴프레션 
댐핑1

솔로 라이딩 트랙 8 7

스포츠 10 10

로드 14 20

컴포트 20 20

라이더와 동승자 9 9

1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첫 번째 클릭을 1로 계산합니다.

참고 :
•	 이 서스펜션 세팅 표는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니 
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습니 
다.

리어 서스펜션 유닛 리바운드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S
리바운드 댐핑 어저스터는 모터사이클의 좌측 
편 리어 서스펜션 유닛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 
니다.
리바운드 댐핑 설정 조정은 어저스터 스크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증가하고, 시계 반대 방 
향으로 돌리면 리바운드 댐핑 값이 줄어듭니다.

cjyd

1

1.	 어저스터 스크류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157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핑 
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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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서스펜션 유닛 컴프레션 조정 

스트리트 트윈 RS
컴프레션 댐핑 어저스터는 리어 서스펜션 유 
닛의 리저버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컴프레션 댐 
핑 설정은 어저스터 스크류를 시계 방향으로 돌 
리면 증가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감소 
합니다.

cjyp

1

1.	 어저스터 스크류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157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핑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니다.

리어 서스펜션 설정 표 

스트리트 트리플 R

경고
리어 서스펜션 유닛의 스프링 프리로드는 라 
이더에 의해 조정될 수 없습니다.
스프링 프리로드를 조정하려는 시도는 위험한 
라이딩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 경우 모터사이 
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리어

하중 리바운드 
댐핑1

컴프레션 
댐핑1

솔로 라이딩 트랙 1.25 1.5

스포츠 1.5 2

로드 2.5 2

컴포트 3 2.75

라이더와 동승자 1.5 1.5

1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참고 :
•	 이 서스펜션 세팅 표는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니 
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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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서스펜션 유닛 리바운드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
리바운드 댐핑 어저스터는 모터사이클 좌측편 
의 리어 서스펜션 유닛 하단에 위치합니다.
리바운드 댐핑 설정을 조정은 슬롯 어저스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리바운드 댐핑이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정하면 줄어듭니다.

cjye

1

1.	 슬롯 어저스터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158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 
핑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 
됩니다.

리어 서스펜션 유닛 컴프레션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
컴프레션 댐핑 어저스터는 리어 서스펜션 유닛 
의 리저버에 가깝게 위치합니다.
컴프레션 댐핑 설정을 조정은 슬롯 어저스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리면 줄어듭니다.

cjxu

1

1.	 슬롯 어저스터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158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리바운드와 컴프레션 
댐핑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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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서스펜션 설정 표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리어

하중 스프링 
프리로드

컴프레션 
댐핑1

솔로 라이딩 트랙 Min 0.25

스포츠 Min 0.75

로드 Min 2

컴포트 Min 2.75

라이더와 동승자 Max 0.25

1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린 횟수입니다.

참고 :
•	 이 서스펜션 세팅 표는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니 
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습니 
다.

리어 서스펜션 유닛 프리로드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리어 서스펜션 스프링 프리로드를 변경하려면 
공구 키트에 포함된 조정 공구를 조정 링의 슬 
롯에 삽입하십시오. 조절 링을 시계 반대 방향으 
로 돌리면 스프링 프리로드가 증가하고 시계 방 
향으로 돌리면 스프링 프리로드가 감소합니다. 
공장에서 인도될 때, 프리로드 값은 서스펜션 설 
정 차트에 표시된 대로 로드 포지션으로 설정되 
었습니다.

3

1

2

1. 고정 핀
2.	 포지션 1 (최저 조정)
3.	 조정 공구

어저스터 설정은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렸을 
때를 포지션 1로 기준해 계산됩니다. 포지션 1
은 스프링 프리로드의 최저 값입니다.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160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프리로드와 컴프레션 
댐핑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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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서스펜션 유닛 컴프레션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낮은 승차고)
리어 서스펜션은 컴프레션 댐핑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컴프레션 댐핑 어저스터는 리어 서스펜션 유닛 
의 리저버 근처에 위치합니다.
컴프레션 댐핑 세팅은 슬롯 어저스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댐핑이 증가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감소합니다.

1

1.	 슬롯 어저스터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160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프리로드와 컴프레션 
댐핑을 로드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니다.

리어 서스펜션 설정 표 

스트리트 트리플 S 및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리어

하중 스프링 프리로드

솔로 라이딩 Min

라이더와 동승자 Max

참고 :
•	 이 서스펜션 세팅 표는 서스펜션에 대한 

권장 설정을 보여주는 가이드에 불과합 
니다. 라이더의 체중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원하는 서스펜션 세팅을 다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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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 서스펜션 유닛 프리로드 조정 

스트리트 트리플 S 및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리어 서스펜션 유닛은 프리로드를 조정할 수 있 
습니다.
리어 서스펜션 스프링 프리로드를 변경하려면 
공구 키트에 포함된 조정 공구를 조정 링의 슬 
롯에 삽입하십시오. 조절 링을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리면 스프링 프리로드가 증가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스프링 프리로드가 감소합니 
다. 공장에서 인도될 때, 프리로드 값은 서스펜 
션 설정 차트에 표시된 대로 로드 포지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cjxi

3

1

2

1.	 고정 핀
2.	 포지션 1 (최저 조정)
3.	 조정 공구

어저스터 설정은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렸을 
때를 포지션 1로 기준해 계산됩니다. 포지션 1
은 스프링 프리로드의 최저 값입니다.

참고 :
•	 본 모터사이클은 161페이지의 서스펜션 

표에서와 같이 프리로드를 최저로 설정한 
상태로 공장에서 인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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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 앵글 인디케이터

경고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 
가 최대 한계 이상으로 마모된 상태로 모터사 
이클을 타면 모터사이클이 안전하지 못한 각 
도까지 기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각도로 모터사이클을 기울이면 
모터사이클이 불안정해집니다. 이 경우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는 라이더의 풋 레스트 
아래에 위치합니다.
정기적으로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의 마모도를 
확인하십시오.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는 다음과 같은 최대 마모 
한계에 도달하면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모델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 
마모 한계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15 mm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5 mm

2

1

1.	 뱅크 앵글 인디케이터
2.	 마모 한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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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타이어 타입

이 모델에는 튜브리스 타이어, 밸브 및 휠 림이 
장착됩니다. ‘TUBELESS’라고 표시된 타이어 
와 ‘SUITABLE FOR TUBELESS TIRES’라고 
표시된 튜브리스 밸브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튜브리스 림에 튜브 타입 타이어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의 비드와 타이어가 림에 
안착되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게 되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튜 
브리스 타이어 내부에 이너 튜브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타이어 내부에 마찰이 생겨 
결과적으로 발열에 의해 튜브가 파열되어 타 
이어의 공기압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고 모터사 
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일반적인 타이어 표시 - 튜브리스 타이어

chrt

휠 표시 - 튜브리스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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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주입 공기압

경고
잘못된 타이어 주입 공기압은 비정상적인 타 
이어 마모와 안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 타이어가 휠에서 미끄 
러지거나 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공 
기압을 주입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타이어 
마모가 가속될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경우 모두 위험 
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공기압을 주입하면 안정성과 편안한 주 
행성, 타이어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항상 타이어가 식은 후에 타이어의 공 
기압을 확인하십시오. 매번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기압을 조정하십시오. 
제원 항목에서 정확한 타이어 공기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시)
계기반에 표시되는 타이어 공기압은 계기반에 
서 선택하는 시점에서의 실제 타이어의 공기 
압을 나타냅니다. 이 타이어 공기압은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설정된 타이어 공기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라이딩 중 타이어가 
따뜻해지면서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팽창하여 
공기압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이 
엄프 모터사이클이 지정한 타이어 공기압은 
이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할 때에는 항상 타이어가 
식은 상태에서 정확한 공기압 측정 게이지 사 
용하십시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해 공기압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타이어 마모
타이어의 마모가 진행되면 타이어는 펑크와 파 
손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모든 타이어 문제 
중 90%는 타이어의 트레드 수명이 마지막 10 
% 정도가 남았을 때(90% 마모) 발생합니다. 
타이어의 최소 마모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타이 
어를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소 권장 타이어 트레드 깊이

경고
과도하게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라이딩하 
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도하게 마모된 타이 
어는 트랙션과 안정성 및 핸들링에 악영향을 
미쳐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너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는 펑크가 
발생했을 때, 공기압 누출이 매우 느립니다. 
항상 펑크를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를 세심하 
게 확인하십시오. 타이어에 상처가 발생했거 
나 못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체가 끼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펑크가 발생하거나 과 
도하게 마모된 타이어로 운행하면 모터사이 
클의 안정성과 핸들링에 악영향을 미쳐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림의 찌그러짐이나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휠이 손상된 상태나 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 
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또는 타이어의 안전 점검은 항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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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유지 관리 표에 따라 트레드의 깊이를 
측정하고, 아래 표에 지정된 최소 허용 깊이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마모된 타이어를 
교체하십시오.

130km/h 이하 2 mm
130km/h 이상) 프론트 2 mm

리어 3 mm

경고
이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은 폐쇄된 코스를 
제외하고는 법정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해 
서는 안됩니다.

경고
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로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폐쇄된 코스 혹은 폐쇄된 레이스 트랙 
에서만 시도하십시오.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고속 주행에 필요한 스킬을 교육받고 모든 상 
황에서 모터사이클의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라이더에 의해서만 시도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상황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것은 위 
험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해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
모든 트라이엄프의 모터사이클은 다양한 라이 
딩 조건에 맞춰 신중하고 광범위하게 테스트 
되어 가장 효과적인 타이어 조합이 각 모델에 
사용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교체용 타이어를 
선택할 때,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에 의해 승인 
된 타이어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타이어 또는 
승인되지 않은 타이어와 승인된 타이어를 조합 
해 사용하면 모터사이클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터사이클에 적합한 승인 타이어 
목록은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 
.c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타이어를 장착하거 
나 휠 밸런스를 교정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 
적인 장착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트라 
이엄프 공인 딜러를 이용하십시오. 승인되지 
않은 타이어로 인해 휠 속도가 달라지게 되면  
ABS 컴퓨터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고
ABS 시스템은 프론트와 리어 휠의 상대적인 
속도를 비교하여 작동됩니다. 권장되지 않은 
타이어를 사용하면 휠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ABS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BS 시스템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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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타이어가 펑크를 견뎌내는 경우에도 타이어는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구멍이 뚫린 타이어 
를 교체하지 않거나 수리한 타이어로 운행하 
게 되면 불안정해져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튜브리스 림에 튜브 타입 타이어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타이어의 비드와 타이어가 림에 
안착되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게 되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튜브리스 타이어 내부에 이너 튜브를 장착 
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타이어 내부에 마찰이 
생겨 결과적으로 발열에 의해 튜브가 파열되 
어 타이어의 공기압이 급작스럽게 줄어들고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연석을 치는 등의 타이어 손상이 의심되는 경 
우에는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게 타이어 내 
부 및 외부의 점검을 의뢰하십시오. 타이어의 
손상은 외부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손상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운행하면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타이어는 다이나모미터에서 사용할 때에도 손 
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타이 
어의 손상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손상된 타이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모터 
사이클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모터사이클 
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경고
정확한 휠 밸런스는 모터사이클의 안전과 핸 
들링 안정성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휠 밸런스 
웨이트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잘 
못된 휠 밸런스는 안정성을 저해하고 모터 
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나 이너 튜브의 교체 등으로 휠 밸런스 
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를 방문하십시오.
밸런스 조정에는 점착식 웨이트만 사용하십시 
오. 클립 방식의 웨이트를 사용하면 휠이나 
타이어를 손상시켜 타이어의 공기압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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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는 인증된 타이어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올바른 조합으로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 
게 도울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했을 때, 타이어가 림에 올바르 
게 자리잡는 시간(약 24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조심스럽게 운행하십시오. 
타이어가 잘못 정착된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 
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모터사이클의 조종성 
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새롭게 교환하면 기존의 타이어를 
사용할 때와 동일한 핸들링 특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라이더가 새로운 핸들링 특성에 익 
숙해지는 데는 적절한 거리(약 160km)를 달 
려야 합니다.
타이어가 장착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하고 조정해야 하며, 
타이어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장착 후 160km 가량을 주행한 이후에도 
동일한 점검 및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거나 새로운 핸들링 특성 
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
장착시)

주의
휠 림에는 타이어 공기압 센서의 위치를 표시 
하는 점착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를 교환할 때에는 반드시 타이어 공기압 센서 
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트라이 
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타이어를 장착할 때에 
는 항상 타이어 공기압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 
을 알려야 합니다.

주의
절대로 펑크 방지 용액이나 TPMS 센서의 공 
기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TPMS 센서의 공기 구멍이 막힌 상 
태에서 작동되면 TPMS 센서 어셈블리가 영구 
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펑크 방지 용액의 
사용이나 잘못된 유지 관리로 인한 손상은 제 
조상의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증 수리 
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트라이엄프 공인 딜 
러를 통해 타이어를 장착할 때에는 항상 타 
이어 공기압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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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시스템

배터리

경고
경우에 따라 배터리는 폭발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불꽃이나 화염 및 담배 
와 멀리하십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환기 장치 
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에는 황산(배터리 액)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호복과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 
십시오.
만약 배터리 액이 피부에 닿으면 즉시 물로 씻 
어내십시오.
배터리 액이 눈에 들어가면 최소한 15분 이상 
물로 씻어내고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 
오.
만약 배터리 액을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배터리 액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 
관하십시오.

경고
배터리는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에 장착된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점프 리드선을 배터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케이블을 만지거나 배터리 케이블의 
극성을 반대로 연결하지 마십시오.이러한 경 
우 스파크가 발생해 배터리 가스에 닿으면 인 
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발화의 위험이 있습 
니다.

배터리 제거

cjws

1

4 2

3

1.	 배터리
2.	 +(플러스 극성, 빨간색) 단자
3.	 -(마이너스 극성, 검정색) 단자
4.	 배터리 스트랩

동승자와 라이더 시트를 분리합니다.(96페이지 
참조)
배터리 스트랩을 분리합니다.
-(검정색) 단자의 리드를 먼저 분리하고, 배터리 
리드를 분리합니다.
배터리를 하우징에서 꺼내 제거합니다.

경고
배터리 단자가 모터사이클의 프레임에 닿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단락이나 스 
파크가 발생해 배터리 가스에 닿으면 인명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 폐기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했던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에 보내 배터리 제조에 사 
용된 위험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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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유지 관리

경고
배터리 액은 부식성을 갖고 있으며 독성을 갖 
고 있어 보호되지 않은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을 삼키거나 피부에 접촉 
하지 마십시오. 부상을 방지하려면 배터리를 
다룰 때 항상 눈과 피부를 조심하십시오.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배터리를 닦으십시오. 케 
이블 연결이 깨끗한 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는 밀폐평이므로 보관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 전압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충전을 점검하 
는 것 외에는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락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의 배터리 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 
링 스트랩을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배터리 방전

주의
배터리의 수명을 극대화하려면 항상 배터리의 
충전 레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충전 레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배터 
리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의 충전 시스템 
은 배터리 완충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모 
터사이클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연 방전이라는 
정상적 과정으로 인해 배터리가 서서히 방전됩 
니다. 시계, 엔진 제어 모듈(ECM) 메모리, 고온, 
또는 전기적 도난 방지 시스템 및 기타 전기 액 
세서리의 추가는 모두 배터리 방전 속도를 증 
가시킬 수 있습니다. 모터사이클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 배터리를 분리해두면 방전 속 
도가 감소합니다.

모터사이클 보관 및  
간헐적 사용시 배터리 방전
모터사이클을 보관하거나 간헐적으로만 사용 
할 때에는 매 주마다 디지털 멀티 미터를 사용해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멀티 미 
터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십 
시오.
배터리 전압이 12.7 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 
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방전된 상태를 방치하면 
배터리 리드 플레이트에 황산염이 발생합니다.
황산염 반응은 배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상 
적인 화학 반응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 
터리 리드 플레이트에서 결정화된 황산염은 재 
생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영구적 손상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 
한 것이 아니므로 보증 수리가 적용되지 않습 
니다.
배터리를 완충시켜두면 추운 곳에서 배터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배터리가 동결되 
면 배터리 내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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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경고
경우에 따라 배터리는 폭발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불꽃이나 화염 및 담배 
와 멀리하십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적절한 환기 장치 
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에는 황산(배터리 액)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호복과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 
십시오.
만약 배터리 액이 피부에 닿으면 즉시 물로 
씻어내십시오.
배터리 액이 눈에 들어가면 최소한 15분 이상 
물로 씻어내고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 
오.
만약 배터리 액을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배터리 액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 
관하십시오.

주의
배터리를 과충전시켜 손상시킬 수 있는 자동 
차용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충전기의 선택이나 배터리 전압 혹은 배 
터리 충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의 전압이 12.7 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트 
라이엄프가 승인한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기를 사 
용할 때는 항상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고 배터 
리를 모터사이클에서 분리하십시오.
보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2주 이상) 배터리를 
모터사이클에서 분리하고, 트라이엄프가 승인 
한 유지 관리용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전압이 시동을 걸기에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면, 배터리 충전에 
앞서 모터사이클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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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장착

경고
배터리 단자가 모터사이클의 프레임에 닿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단락이나 스 
파크가 발생해 배터리 가스에 닿으면 인명 피 
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배터리 케이스에 위치시킵니다.

cjws

1

4 2

3

1.	 배터리
2.	 +(플러스 극성, 빨간색) 단자
3.	 -(마이너스 극성, 검정색) 단자
4.	 배터리 스트랩

+(빨간색) 리드를 먼저 연결하고 배터리를 다시 
연결시키고 규정 토크 4.5Nm로 조입니다.
배터리 리드 터미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스를 가볍게 도포합니다.
+ 단자를 보호 캡으로 씌웁니다.
배터리 스트랩을 다시 장착합니다.
라이더와 동승자의 시트를 다시 장착합니다.

퓨즈 박스

cjwu

2

1

1.	 퓨즈 박스
2.	 메인 퓨즈 (30 Amp)

퓨즈 박스는 라이더 시트 아래에 위치합니다.
퓨즈 박스에 접근하려면 라이더 시트를 분리해 
야 합니다. 9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끊어진 퓨즈를 교체할 때는 항상 올바른 등급(
퓨즈 박스 커버에 표시된 제원에 맞는)의 퓨 
즈를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더 높은 등급의 퓨 
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확하지 않은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 
클이 손상되고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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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 식별
끊어진 퓨즈는 해당 퓨즈로 보호되는 모든 시 
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표시됩니다. 끊어진 퓨 
즈를 확인할 때, 관련 표를 사용하여 어느 퓨즈 
가 끊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에 나와있는 퓨즈 식별 번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퓨즈 박스 커버에 표시된 것과 동일합니다.
여분의 퓨즈는 퓨즈 박스 커버의 안쪽에 위치 
하며 사용하는 경우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경고
끊어진 퓨즈를 교체할 때는 항상 올바른 등급(
퓨즈 박스 커버에 표시된 제원에 맞는)의 퓨 
즈를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더 높은 등급의 
퓨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확하지 않은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터사이클 
이 손상되고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A

5A

20A10A
10A

10A

25A15A

20A

citn_HD_TFT

9

1 2 3 4 5 6

7 88

퓨즈 박스

위치 보호되는 회로 등급(
암페어)

1 액세서리 소켓 10

2 연료 펌프 10

3 히티드 핸들바 그립 5

4 이그니션 스위치, 시동 회로 15

5 보조 조명, 계기반 10

6 쿨링 팬 10

7 ABS 25

8 엔진 관리 시스템 20

9 딥, 하이 헤드라이트 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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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트

경고
모터사이클을 운행할 때는 가시성과 기상 조 
건에 맞게 속도를 조정하십시오.
대항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헤드라이 
트 빔이 도로 표면을 충분히 멀리 비추도록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잘못 조정된 헤 
드라이트는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모터사이 
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경고
절대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동안 헤드라이 
트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모터사이클 운행 중 헤드라이트를 조정하는 
경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절대로 헤드라이트나 렌즈를 덮거나 가리지 
마십시오. 헤드라이트로 향하는 공기 흐름을 
방해하거나 헤드라이트의 열기를 배출시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헤드라이트 렌즈를 덮는 커버를 비 순정 제 
품으로 교체하지 마십시오. 헤드라이트 조정 
장치, 의류, 수하물, 접착 테이프 등의 기타 
장비로 헤드라이트 렌즈를 덮지 마십시오. 이 
경우 헤드라이트 렌즈가 과열되어 왜곡될 수 
있으며 헤드라이트 어셈블리가 치명적인 손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열로 인한 손상은 제조상의 결함으로 간 
주되지 않으며 보증 수리에서 제외됩니다.
폐쇄된 코스나 서킷 등 헤드라이트 렌즈를 테 
이핑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헤드라이트를 반 
드시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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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이트 조정
좌/우측 헤드라이트의 하이/로우 빔은 함께만 
조정됩니다. 개별적인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L0037

1
2

3

1.	 볼트
2. 프론트 서브프레임 얼라인먼트 표시
3.	 헤드라이트 브라켓

헤드라이트 딥 스위치를 눌러 켭니다.
헤드라이트 브라켓을 프론트 프레임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두 개의 볼트를 풉니다.
헤드라이트 브라켓과 전면 프레임의 
얼라인먼트 마크를 사용하여 헤드라이트 빔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서브 프레임의 표시는 각각 
1 °를 나타냅니다. 브라켓을 앞으로 움직이면 
헤드라이트가 위쪽으로 움직이고 브라켓을 
뒤쪽으로 움직이면 헤드라이트가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
헤드라이트 브라켓 볼트를 규정 토크 7Nm로 
조입니다.
헤드라이트 빔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헤드라이트 설정이 만족스럽게 설정되었다면 
헤드라이트를 끕니다.

헤드라이트 벌브 교환
헤드라이트 벌브는 다음과 같이 교환하여 장착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사용 중에 벌브는 뜨거워집니다.
항상 벌브를 취급하기 전에는 벌브가 식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벌브의 유리 부분을 
만지지 마십시오. 유리에 손이 닿거나 더러워 
진 경우에는 알코올로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 
십시오.

경고
교환 및 재장착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배터 
리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조기에 재 
연결되면 배터리 가스가 점화되어 상해의 위 
험이 있습니다.

주의
승인되지 않은 벌브를 사용하면 렌즈 및 기타 
라이트 유닛의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 
니다.
트라이엄프 파츠 카탈로그에 명시된 대로 
트라이엄프의 정품 벌브를 사용하십시오.
항상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를 통해 벌브를 교 
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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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의 시트를 분리합니다.
-극성(검정색)의 리드를 먼저 분리해 배터리 연 
결을 해제합니다.
헤드라이트 어셈블리 뒤쪽의 벌브 커버를 돌려 
서 벌브와 벌브 커버를 분리합니다.

L0038

1

2

1.	 헤드라이트 어셈블리
2.	 헤드라이트 벌브 커버

 멀티핀 커넥터를 헤드라이트 벌브에서 분리합 
니다.

L0039

1

2

3

1.	 헤드라이트 어셈블리
2.	 헤드라이트 벌브
3.	 멀티핀 커넥터

 

와이어 고정 장치를 클립에서 분리(스크류를 제 
거하지 않음)한 후 방향을 주의하면서 라이트 
유닛에서 벌브를 분리하십시오.

cgfn_2

2

1

3

1.	 와이어 리테이너
2.	 스크류
3.	 헤드라이트 벌브

벌브 장착은 벌브 제거의 역순으로 헤드라이트 
어셈블리의 슬롯에 벌브의 위지 지정 패그가 
맞춰지도록 합니다. 
배터리에 +극성(빨간색)의 리드를 먼저 다시 연 
결하고 단자를 규정 토크 4.5Nm까지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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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임 러닝 라이트(DRL) (장착시)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DRL)는 헤드라이트 어셈 
블리에 통합되어 봉인되어 있으며 메인터넌스 
프리 타입의 LED 유닛입니다. DRL의 고장 시 
에는 헤드라이트 유닛을 교체해야 합니다.

방향 표시등 - 벌브 교체 

벌브 타입 장착 모델

1.	 렌즈
2. 표시등 렌즈 스크류

각 방향 전환 지시등의 렌즈는 방향 전환 지 
시등에 스크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크류를 풀고 렌즈를 제거한 다음 벌브를 교 
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렌즈를 설치할 때 표시등의 몸체와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벌브를 교체한 뒤 렌즈를 재장착하고 규정 토크 
1Nm로 다시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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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적용 모델
LED 방향 전환 지시등은 봉인되어 있으며 메인 
터넌스 프리 타입의 LED 유닛입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방향 전환 지시등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리어 라이트
LED 리어 라이트는 봉인되어 있으며 메인터넌 
스 프리 타입의 LED 유닛입니다. 고장이 발생 
하면 리어 라이트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플레이트 라이트 

벌브 교체
고정된 부위를 풀고 라이센스 플레이트 라이트 
의 렌즈를 제거합니다.

chrs_1

3

2

1

1.	 고정 부위
2. 렌즈
3. 벌브

벌브를 교체하고 렌즈를 재장착하고 규정 토크 
1Nm로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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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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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정기적인 세차는 모터사이클 유지 관리의 필수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세차를 하면 모터사 
이클의 외관을 수 년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차를 할 때는 자동차용 세척제를 차가운 물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특히 바다 바람이나, 바닷 
물, 먼지나 진흙이 깔린 도로 및 겨울철 눈과 
얼음이 깔린 도로를 달린 이후에는 반드시 세 
차를 하십시오.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기 부식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세차를 할 때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 보증 기간에 따라 특정 
부품의 부식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만, 트라이 
엄프 모터사이클의 오너는 모터사이클을 부 
식으로부터 보호하고 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를 따라주십시오.

세차 준비
세차에 앞서 다음의 부분에는 물을 뿌리지 않 
도록 주의하십시오.
배기 시스템의 후면 배출구 : 비닐 봉투 등으로 
덮고 고무 밴드로 고정하십시오.
클러치와 브레이크 레버, 핸들바의 스위치 하 
우징 : 비닐 봉투 등으로 덮으십시오.
이그니션 스위치와 스티어링 락 : 테이프를 사 
용해 키홀을 덮으십시오.
페인트가 칠해진 부분이나 광택 처리된 표면을 
긁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반지, 시계, 지퍼 또는 
벨트 버클과 같은 제품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섀시 부분과 페인트가 칠해지거나 광택 처리된 
부분을 닦을 때 사용하는 스폰지나 세차용 천은 
분리해서 사용하십시오. 섀시 부분(휠, 언더 머 
드가드 등)은 마모성이 있는 도로의 먼지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동일한 세차용 천이나 스폰 
지를 사용할 경우 페인트가 칠해지거나 광택 
처리된 부분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차 및 보관

181

주의해야 할 곳

주의
에어 인테이크 덕트 근처에 물을 뿌리지 마 
십시오. 에어 인테이크 덕트는 일반적으로 라 
이더 시트 아래, 연료 탱크 아래 혹은 스티어링 
헤드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에 물을 뿌 
리면 에어 박스와 엔진에 물이 유입될 수 있어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의
고압 스프레이를 사용한 세차는 권장하지 않 
습니다. 고압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물이 베어 
링이나 기타 구성 요소의 윤활유를 씻어낼 수 
있어 부식이나 조기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다음의 항목들 근처에는 강한 압력으로 물을 뿌 
리지 마십시오.
 • 계기반
 • 브레이크 실린더 및 브레이크 캘리퍼
 • 연료 탱크 밑
 • 에어 인테이크 덕트
 • 헤드스탁 베어링
 • 휠 베어링

참고:
•	 고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면 도장된 표 

면에 남은 물로 인해 물 얼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낮은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십시오.

세차
차가운 물과 순한 자동차용 세제를 준비하십 
시오. 상업용 세차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 알 
칼리성 세제는 잔류물을 남기므로 사용하지 마 
십시오.
스펀지나 부드러운 천으로 모터사이클을 닦으 
십시오. 연마제가 포함된 스펀지나 금속성 수  
세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표면이 손상될 수 있 
습니다.
차가운 물로 모터사이클을 완전히 헹궈 내십시 
오.

세차 후

경고
브레이크 디스크에는 왁스나 윤활제를 바르지 
마십시오. 제동력 손실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 
습니다. 오일이 첨가되지 않은 브레이크 디 
스크 전용 클리너로 디스크를 닦으십시오.

비닐 봉투와 테이프를 제거하고 에어 인테이 
크를 개방하십시오.
피봇, 볼트 및 너트에 윤활제를 바르십시오. 모 
터사이클을 운행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테스트 
하십시오.
마른 천이나 부드러운 가죽 천을 사용하여 남 
아있는 물기를 흡수하십시오. 모터사이클에 물 
기가 남아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엔진에 시동을 걸고 5분동안 두십시오. 배기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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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택 페인트 관리
고광택 페인트로 처리된 부분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세차 후 건조시킨 다음 고품질의 자동차용 
광택제로 표면을 보호해야 합니다. 모터사이 
클의 외관을 유지하려면 항상 제조사의 지침을 
따르고 정기적으로 반복하십시오.

무광 페인트 관리
무광 페인트 처리가 된 곳은 고광택 페인트 처 
리가 된 부분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무광 페인트 된 부분에는 광택을 내거나 

왁스를 바르지 마십시오.
 • 긁힌 부분에 광택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 

오.

알루미늄 부품 -  
칠이 되지 않은 부분
일부 모델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레버, 휠, 엔진 
커버, 엔진 냉각핀, 상하 및 좌우 요크나 스로틀 
바디와 같은 부품은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페인트 등 
으로 보호되지 않은 알루미늄 부품이 어떤 것 
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로 문의하고 해당 부품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십시오.
연마제 또는 부식제가 포함되지 않은 전용 알 
루미늄 클리너를 사용하십시오.
특히 험한 날씨에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경우 
에는 정기적으로 각 구성 요소들을 세척하고 
말려 사용하십시오.
부적절한 유지 관리로 인한 경우는 보증 수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크롬과 스테인리스 부품
모터사이클의 모든 크롬 및 스테인리스 스틸 부 
품은 외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세척 
해야 합니다.

세척
위에 언급된 것처럼 세척하십시오.

건조
크롬 및 스테인리스 스틸 부품은 가능한 한 빨리 
마른 천이나 부드러운 가죽 천을 사용하여 남 
아있는 물기를 흡수하십시오.

보호

주의
실리콘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크롬 및 
스테인리스 스틸 부품이 변색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연마성 세제 
를 사용하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사 
용하면 안됩니다.

크롬 및 스테인리스 스틸 부품이 마르면 제조사 
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크롬 전용 클리너를 표 
면에 바르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외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항상 정기적으로 모터사이클을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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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크롬
일부 모델의 헤드라이트 커버 및 미러와 같은 부 
품은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모터사이클의 어느 부품이 블 
랙 크롬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블랙 크롬은 소량의 오일을 표면에 문질러 외 
관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배기 시스템 세척
모터사이클 배기 시스템의 모든 부분은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세척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크롬, 브러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 
및 카본 파츠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광 페 
인트로 처리된 부분은 앞서 설명된 무광 페인트 
관리 항목의 취급 지침을 참고하여 세척해야 
합니다.

참고:
•	 배기 시스템은 반드시 식은 다음에 세척해 

야 물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세척
앞서 설명된 것처럼 세척하십시오.
세제나 물이 배기 시스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건조
배기 시스템은 가능한 한 빨리 마른 천이나 부 
드러운 가죽 천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물기를 
흡수하십시오. 건조시키기 위해서 엔진 시동을 
걸지 마십시오. 이 경우 얼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보호

주의
실리콘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크롬이 변 
색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마찬 
가지로 연마성 세제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손 
상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배기 시스템이 건조되면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보호 제품을 표면에 바르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외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항상 정기적으로 모터사이클을 보호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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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관리

주의
시트를 세척할 때는 화학 약품이나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 약품이나 고압 세척기를 사용하면 시트 
커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외관을 유지하려면 세제와 물을 사용하고 스폰 
지나 천을 사용하여 시트를 세척하십시오.

윈드스크린 세척 (장착시)

 

경고
모터사이클을 운행하는 중에 윈드스크린을 닦 
지 마십시오. 운행 중 핸들 바에서 손을 떼면 
모터사이클의 조작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윈드스크린이 손상되거나 긁힌 상태에서 모 
터사이클을 운행하면 라이더의 전방 시야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전방 시야가 나빠지면 위 
험하며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 액과 같은 부식성 화학 물질은 윈드스 
크린을 손상시킵니다. 부식성 화학 물질이 윈 
드스크린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
곤충 제거제, 방수제, 정련 화합물, 휘발유 또 
는 알코올, 아세톤, 사염화탄소와 같은 강한 
용매들은 윈드스크린을 손상시킵니다.
이러한 제품이 윈드스크린에 닿지 않도록 하 
십시오.

중성 세제 또는 세척제와 차가운 물을 사용해 
윈드스크린을 세척하십시오.
세척 후에는 물로 잘 헹구고 보풀이 없는 부드 
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제거할 수 없는 긁힘이나 산화로 인해 윈드스크 
린의 투명도가 떨어지면 윈드스크린을 교체해 
야 합니다.



세차 및 보관

185

가죽 제품 관리
젖은 헝겊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실온 
에서 자연 건조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죽의 외관이 유지되고 제품의 수명이 
연장됩니다.
트라이엄프의 가죽 제품은 자연산이며 유지 관 
리가 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 
니다.
다음의 간단한 지침에 따라 가죽 제품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십시오.
 • 가죽 제품을 세척할 때는 가정용 세제나 

표백제, 표백제가 포함된 세제 또는 기타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가죽 제품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 가죽을 건조시킬 때, 가죽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열을 가하지 마십시오.
 • 가죽 제품을 직사광선에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 가죽 제품은 어느 경우에도 직접적인 열을 

사용해 건조시켜서는 안됩니다.

 • 가죽 제품이 젖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물기를 흡수한 다음 실온에서 자 
연 건조 시키십시오.

 • 얼음이 얼거나 눈이 내리는 겨울철 날씨나 
소금 또는 바닷물이 흐른 노면에서는 가죽 
제 품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소금기가 있는 곳에서 노출을 피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젖은 천으로 각 가죽 제품을 
닦은 다음 실온에서 자연 건조시키십시오.

 • 자국이 남은 경우에는 젖은 천으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은 후 실온에서 자연 건조시 
키십시오.

 • 모터사이클을 보관할 때는 가죽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천 가방이나 종이 박스 등 
으로 가죽 제품을 보호하십시오. 비닐 봉 
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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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준비
모터사이클 전체를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키 
십시오.
연료 탱크에 올바른 등급의 무연 연료를 채우고 
연료 안정화 장치(장착시)를 사용하십시오. 이 
경우 연료 안정화 장치 제조사의 지침을 따 
르십시오.

경고
가솔린은 극도로 가연성이 높으며 특정한 조 
건에서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차고 또는 기타 구조물 내부에 주차를 할 때 
에는 통풍이 잘되고 모터사이클이 불이나 스 
파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가깝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라이더가 착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각 실린더에서 점화 플러그를 제거하고 엔진 
오일을 각 실린더에 몇 방울(5cc) 넣으십시오. 
스파크 플러그 구멍을 헝겊이나 헝겊 조각으로 
덮으십시오. 엔진 스톱 스위치가 RUN의 위치에 
있으면 시동 버튼을 몇 초 동안 눌러 실린더 
벽을 오일로 코팅시키십시오. 스파크 플러그를 
장착하고 규정 토크 12Nm로 조이십시오.
엔진 오일과 필터를 교환하십시오. (131페이지 
참조)
필요한 경우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보충하 
십시오. (188페이지 참조)
앞 뒤 바퀴가 모두 노면에 닿지 않도록 스탠드로 
세우십시오. (만약 불가능하다면 타이어가 촉촉 
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휠 아래에 나무 판자를 
놓으십시오.)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색 되지 않은 
모든 금속 표면에는 방청 스프레이(다양한 제품 
이 존재하고, 트라이엄프 공식 딜러로 문의 가 
능)를 도포하십시오. 오일이 고무 부품이나 브 
레이크 디스크 또는 브레이크 캘리퍼에 닿지 않 
도록 하십시오.
드라이브 체인에 윤활제를 바르고 필요한 경우 
드라이브 체인을 조정하십시오. (138페이지 
참조)
냉각 시스템에 냉각수와 증류수 50% 혼합물(
트라이엄프가 공급하는 HD4X 하이브리드 OA 
T는 사전 혼합되어 있으므로 희석할 필요가 없 
음)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33페이지 
참조)
배터리를 제거하고 직사 광선, 습기 또는 동결 
온도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는 보관하는 동안 약 2주에 한 번 천천히 
충전(1 암페어 이하)시켜야 합니다. (171페이지 
참조)
직사 광선이 들지 않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모터사이클을 보관하십시오.
모터사이클에 다공성 커버를 씌워 먼지와 이물 
질이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통풍성이 없고 
열과 습기가 쌓일 수 있는 비닐 또는 이와 유사 
한 통기성이 없는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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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후 준비
배터리를 장착하십시오. (제거된 경우) (172페 
이지 참조)
모터사이클을 4개월 이상 보관한 경우 엔진 오 
일을 교환하십시오. (131페이지 참조)
일일 안전 점검 항목에 나열된 모든 부분을 확 
인하십시오.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각 실린더에서 스파크 플 
러그를 제거하십시오.

사이드 스탠드를 내려 모터사이클을 세우십시오.
오일 압력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스타터 모터를 
사용해 엔진을 돌리십시오.
점화 플러그를 다시 장착하고 규정 토크	 12Nm
로 조인 이후, 엔진의 시동을 거십시오.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공기압 
을 추가하십시오. (188페이지 참조)
모터사이클 전체를 완벽하게 세차하십시오.
브레이크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저속으로 모터사이클을 운행해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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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치수, 중량 및 성능
모델 별 치수, 중량 및 성능 수치 목록은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c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유효 탑재량(payload)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 
(낮은 승차고)

최대 적재량 195kg 170kg

엔진
타입 직렬 3기통 직렬 3기통
배기량 765 cc 765 cc
보어 x 스트로크 79.994 x 53.58mm 79.994 x 53.38mm
압축비 12.66:1 12.66:1
실린더 넘버링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Cylinder Sequence 1번부터 좌측으로 1번부터 좌측으로
Firing Order 1-2-3 1-2-3

윤활유
윤활유 가압 윤활(웻 섬프) 가압 윤활(웻 섬프)
엔진 오일 용량
최대 용량 3.48리터 3.48리터
오일/필터 교환시 3.08리터 3.08리터
오일만 교환시 2.88리터 2.88리터
냉각

냉각수 타입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물/부동액 비율 50/50(트라이엄프 공급 
제품은 프리믹스 타입)

50/50(트라이엄프 공급 
제품은 프리믹스 타입)

냉각수 용량 2.13리터 2.13리터
서모스탯 개방 71°C 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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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시스템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타입 전자식 퓨얼 인젝션 전자식 퓨얼 인젝션
인젝터 솔레노이드 작동방식 솔레노이드 작동방식
연료 펌프 전자식 서브머지드 전자식 서브머지드
연료 압력 3.5 바(bar) 3.5 바(bar)
연료
타입 91 RON 무연 91 RON 무연
탱크 용량 
(모터사이클을 세웠을 때) 17.4 리터 17.4 리터

이그니션
이그니션 시스템 디지털 전기유도식 디지털 전기유도식
전자식 레브 리미터 12,650 r/분당 12,650 r/분당
스파크 플러그 NGK CR9EIA9 NGK CR9EIA9
스파크 플러그 간극 0.9 mm 0.9 mm
간극 오차 +0.00/-0.1 mm +0.00/-0.1 mm

트랜스미션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트랜스미션 타입 6단, 상시 몰림 6단, 상시 몰림
클러치 타입 웨트, 멀티플레이트 웨트, 멀티플레이트
파이널 드라이브 체인 RK XW-링, 118 링크 RK XW-링, 118 링크
프라이머리 드라이브 비 1.85:1 (85/46) 1.85:1 (85/46)

기어 비:
파이널 드라이브 비 2.88:1 (46/16) 2.88:1 (46/16)

1단 2.62:1 (34/13) 2.62:1 (34/13)

2단 1.95:1 (37/19) 1.95:1 (37/19)

3단 1.57:1 (36/23) 1.57:1 (36/23)

4단 1.35:1 (27/20) 1.35:1 (27/20)

5단 1.24:1 (26/21) 1.24:1 (26/21)

6단 1.14:1 (25/22) 1.14:1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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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트라이엄프 추천 타이어                   사이즈:
프론트 사이즈 120/70ZR17 58W 120/70ZR17 58W

리어 사이즈 180/55ZR17 73W 180/55ZR17 73W

타이어 공기압(냉간시)
프론트 2.34 바(bar) 2.34 바(bar)
리어 2.90 바(bar) 2.90 바(bar)

경고
권장 타이어는 제공된 조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조사의 타이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양의 타이어를 조합하지 마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승인된 타이어
승인된 각 모델 별 권장 타이어의 목록은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c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전기적 장비 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배터리 타입 YTX-9BS YTX-9BS
배터리 등급 12 볼트, 8 Ah 12 볼트, 8 Ah

얼터네이터 14 볼트, 34 Amp @ 
5,000rpm

14 볼트, 34 Amp @ 
5,000rpm

프론트 포지션 라이트 LED LED

헤드라이트 2 x12 볼트, 55/60 와트,
H4 할로겐, 타입 2

2 x12 볼트, 55/60 와트,
H4 할로겐, 타입 2

후미/브레이크등 LED LED
번호판 라이트 12 볼트, 5와트 12 볼트, 5와트
방향 표시등 12 볼트, 10와트 12 볼트, 10와트
LED 방향 표시등 모델 -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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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트리플 S 스트리트 트리플 R -  
LRH(낮은 승차고)

레이크 24.7° 24.9°

트레일 104.2 mm 105.6 mm

규정 토크 전 모델

오일 필터 10 Nm

오일 드레인 플러그 25 Nm

스파크 플러그 12 Nm

리어 휠 스핀들 110 Nm

체인 어저스터 락 너트 20 Nm

오일 및 냉각수
베어링 및 피봇 NLGI 2 등급에 준하는 그리스
브레이크 액 DOT 4 브레이크 및 클러치 액
냉각수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드라이브 체인 XW-링 체인에 적합한 체인 스프레이

엔진 오일

API SH(혹은 그 이상)과 JASO MA의 등급에 준하는 모터사이 
클용 엔진오일, 세미 또는 완전 합성유 10W/40 혹은 10W/50,
예) 캐스트롤 파워 1 레이싱 4T 10W/40(완전 합성유) 엔진오 
일이나 일부 국가에서 캐스트롤 RS 레이싱 4T 10W/40(100%
합성유)로 판매되는 엔진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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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치수, 중량 및 성능
모델 별 치수, 중량 및 성능 수치 목록은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co.kr를 통해 제공됩니다.

유효 탑재량(payload)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최대 유효 탑재량 195kg

엔진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타입 직렬 3기통
배기량 660cc
보어 x 스트로크 75 x 48.48mm
압축비 12.47:1
실린더 넘버링 좌측에서 우측으로
점화 순서 1번부터 좌측으로
점화 순서 1-2-3

윤활유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가압 윤활(웻 섬프)
엔진 오일 용량
최대 용량 3.48리터
오일/필터 교환시 3.08리터
오일만 교환시 2.88리터
냉각

냉각수 타입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물/부동액 비율 50/50(트라이엄프 공급 
제품은 프리믹스 타입)

냉각수 용량 2.13리터
서모스탯 개방 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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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시스템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타입 전자식 퓨얼 인젝션
인젝터 솔레노이드 작동방식
연료 펌프 전자식 서브머지드
연료 압력 3.5 바(bar)
연료
타입 91 RON 무연
탱크 용량 
(모터사이클을 세웠을 때) 17.4 리터

이그니션
이그니션 시스템 디지털 전기유도식
전자식 레브 리미터 12,650 r/분당
스파크 플러그 NGK CR9EIA9
스파크 플러그 간극 0.9mm
간극 오차 +0.00/-0.1 mm

트랜스미션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트랜스미션 타입 6단, 상시 몰림
클러치 타입 웨트, 멀티플레이트
파이널 드라이브 체인 RK XW-링, 118링크
프라이머리 드라이브 비 1.85:1 (85/46)

기어 비:
파이널 드라이브 비 2.88:1 (46/16)

1단 2.62:1 (34/13)

2단 1.95:1 (37/19)

3단 1.57:1 (36/23)

4단 1.35:1 (27/20)

5단 1.24:1 (26/21)

6단 1.14:1 (25/22)



제원

194

타이어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트라이엄프 추천 타이어 사이즈:
프론트 사이즈 120/70ZR17 58W

리어 사이즈 180/55ZR17 73W

타이어 공기압(냉간시)
프론트 2.34 바(bar)
리어 2.90 바(bar)

경고
권장 타이어는 제공된 조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조사의 타이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양의 타이어를 조합하지 마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승인된 타이어
승인된 각 모델 별 권장 타이어의 목록은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적 장비 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배터리 타입 YTX - 9BS
배터리 등급 12 볼트, 8 Ah

얼터네이터 14 볼트, 34 Amp @ 
5,000rpm

헤드라이트 2 x12 볼트, 55/60 와트,
H4 할로겐, 타입 2

프론트 포지션 라이트 LED
후미/브레이크등 LED
번호판 라이트 12 볼트, 5와트
방향 표시등 12 볼트, 10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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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트리플 S 660cc
레이크 24.7°

트레일 104.2 mm

규정 토크 스트리트 트리플 660cc 
오일 필터 10 Nm

오일 드레인 플러그 25 Nm

스파크 플러그 12 Nm

리어 휠 스핀들 110 Nm

체인 어저스터 락 너트 20 Nm

오일 및 냉각수
베어링 및 피봇 NLGI 2 등급에 준하는 그리스
브레이크 액 DOT 4 브레이크 및 클러치 액
냉각수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드라이브 체인 XW-링 체인에 적합한 체인 스프레이

엔진 오일

API SH(혹은 그 이상)과 JASO MA의 등급에 준하는 모터사이 
클용 엔진오일, 세미 또는 완전 합성유 10W/40 혹은 10W/50,
예) 캐스트롤 파워 1 레이싱 4T 10W/40(완전 합성유) 엔진오일 
이나 일부 국가에서 캐스트롤 RS 레이싱 4T 10W/40(100%
합성유)로 판매되는 엔진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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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치수, 중량 및 성능
모델 별 치수, 중량 및 성능 수치 목록은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 탑재량(payload)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최대 적재량 195kg 195kg

엔진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타입 직렬 3기통 직렬 3기통
배기량 765 cc 765 cc
보어 x 스트로크 79.994 x 53.58mm 79.994 x 53.38mm
압축비 12.665:1 12.665:1
실린더 넘버링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실린더 순서 1번부터 좌측으로 1번부터 좌측으로
점화 순서 1-2-3 1-2-3

윤활유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윤활유 가압 윤활(웻 섬프) 가압 윤활(웻 섬프)
엔진 오일 용량
최대 용량 3.48 리터 3.48 리터
오일/필터 교환시 3.08 리터 3.08 리터
오일만 교환시 2.88 리터 2.88 리터
냉각

냉각수 타입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물/부동액 비율 50/50(트라이엄프 공급 
제품은 프리믹스 타입)

50/50(트라이엄프 공급 
제품은 프리믹스 타입)

Coolant Capacity 2.13 리터 2.13 리터
서모스탯 개방 71°C 7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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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시스템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타입 전자식 퓨얼 인젝션 전자식 퓨얼 인젝션
인젝터 솔레노이드 작동방식 솔레노이드 작동방식
연료 펌프 솔레노이드 작동방식 전자식 서브머지드
연료 압력 3.5 바(bar) 3.5 바(bar)
연료
타입 91 RON 무연 91 RON 무연
탱크 용량 
(모터사이클을 세웠을 때) 17.4 리터 17.4 리터

이그니션
이그니션 시스템 디지털 전기유도식 디지털 전기유도식
전자식 레브 리미터 12,650 r/분당 12,650 r/분당
스파크 플러그 NGK CR9EIA9 NGK CR9EIA9

스파크 플러그 간극 0.9 mm 0.9 mm

간극 오차 +0.00/-0.1 mm +0.00/-0.1 mm

트랜스미션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트랜스미션 타입 6단, 상시 몰림 6단, 상시 몰림
클러치 타입 웨트, 멀티플레이트 웨트, 멀티플레이트
파이널 드라이브 체인 RK XW-링, 118 링크 RK XW-링, 118 링크
프라이머리 드라이브 비 1.85:1 (85/46) 1.85:1 (85/46)

기어 비:
파이널 드라이브 비 2.88:1 (46/16) 2.88:1 (46/16)

1단 2.62:1 (34/13) 2.62:1 (34/13)

2단 1.95:1 (37/19) 1.95:1 (37/19)

3단 1.57:1 (36/23) 1.57:1 (36/23)

4단 1.35:1 (27/20) 1.35:1 (27/20)

5단 1.24:1 (26/21) 1.24:1 (26/21)

6단 1.14:1 (25/22) 1.14:1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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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트라이엄프 추천 타이어 사이즈:
프론트 사이즈 120/70 ZR17 M/C (58W) 120/70 ZR17 M/C (58W)

리어 사이즈 180/55 ZR17M/C (73W) 180/55 ZR17M/C (73W)

타이어 공기압(냉간시)
프론트 2.35 bar (34 lb/in²) 2.35 bar (34 lb/in²)

리어 2.9 bar (42 lb/in²) 2.9 bar (42 lb/in²)

경고
권장 타이어는 제공된 조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조사의 타이어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사양의 타이어를 조합하지 마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조종성을 잃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 
니다.

승인된 타이어
승인된 각 모델 별 권장 타이어의 목록은 트라이엄프 공인 딜러 또는 트라이엄프 코리아 웹사이트 
www.triumphmotorcycles.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적 장비 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배터리 타입 YTX-9BS YTX-9BS

배터리 등급 12 볼트, 8 Ah 12 Volt, 8 Ah

얼터네이터 14 볼트, 34 Amp @ 
5,000rpm

14 볼트, 34 Amp @ 
5,000rpm

헤드라이트 2 x12 볼트, 55/60 와트,
H4 할로겐, 타입 2

2 x12 볼트, 55/60 와트,
H4 할로겐, 타입 2

프론트 포지션 라이트 LED LED

후미/브레이크등 LED LED

번호판 라이트 12 Volt, 5 Watt 12 Volt, 5 Watt

방향 표시등 12 Volt, 10 Watt 12 Volt, 10 Watt

LED 방향 표시등 모델 LED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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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트리플 R 스트리트 트리플 RS
레이크 23.8° 23.9°

트레일 99 mm 100.8 mm

규정 토크 전 모델

오일 필터 10 Nm

오일 드레인 플러그 25 Nm

스파크 플러그 12 Nm

리어 휠 스핀들 110 Nm

체인 어저스터 락 너트 20 Nm

오일 및 냉각수
베어링 및 피봇 NLGI 2 등급에 준하는 그리스
브레이크 액 DOT 4 브레이크 및 클러치 액
냉각수 트라이엄프 HD4X 하이브리드 OAT 냉각수
드라이브 체인 XW링 체인에 적합한 체인 스프레이

엔진 오일

API SH(혹은 그 이상)과 JASO MA의 등급에 준하는 모터사이 
클용 엔진오일, 세미 또는 완전 합성유 10W/40 혹은 10W/50,
예) 캐스트롤 파워 1 레이싱 4T 10W/40(완전 합성유) 엔진오일 
이나 일부 국가에서 캐스트롤 RS 레이싱 4T 10W/40(100%
합성유)로 판매되는 엔진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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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결함 사항 보고

제작사   ㈜ 바이크코리아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391, 2층, 3층 (중곡동) 
연락처 : 1600-6430

제작 결함 사항에 관하여
귀하의 자동차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교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전도 관련 결함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자신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바이크코리아와 국토교통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사항이 
제작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사에 제작결함 
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소비자 불만 접수(자동차 결함 신고)등의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결함 신고 센터
-제작 결함 신고 전용 전화 : 080-357-2500
-인터넷 홈페이지 : www.car.go.kr



중요

•
•
•

•
•
•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외관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터사이클 각각의
사용된 구성요소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존처리되지 않은 알루미늄 아이템
크롬 플레이트 아이템

휠

배기 시스템
볼트, 스크류 등
차체

모터사이클의 세차를 하지 못하면 모터사이클의 외관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주기적인 세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춥거나, 비가 오는 등의 날씨에서 
주행한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워런티 클레임을 요청한 부품의 외관이 손상된 경우, 워런티 클레임이 거절 될 수 있습
니다.  모터사이클 세차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 핸드북의 유지 관리 및 
조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에 유의하여 즐거운 모터사이클 라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너스 핸드북
 라이딩의 즐거움과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
해 주십시오.
·오너스 핸드북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너스 핸드북에 수록된 모든 권장 사항과 절차
를 준수하십시오.
·오너스 핸드북에 기재된 안전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정비 노트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을 구입 후,오너스 핸
드북과 함께 정비 노트를 수령하고 아래의 설
명을 안내 받으십시오.

·모터사이클의 올바른 취급방법
·보증 내용 및 보증기간
·점검/정비에 관하여
·차량 보증서의 기입, 날인

*배출가스 규제에 대하여
본 모터사이클은 대한민국 대기환경 보존법에 의
한 배출가스 규제에 적합합니다.

*운전면허에 관하여
이 모터사이클을 일반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자신의 면허
로 운전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배기량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집니다.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 배기량 : 765cc, 
800cc, 900cc, 1,200cc

*트라이엄프 모터사이클의 승차 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자 1명 : 본네빌 스럭스턴 시리즈와 본네빌 
바버 시리즈
·운전자 1명을 포함 2명 : 본네빌 스트리트 트윈,
본네빌 T100 시리즈,본네빌 T120 시리즈,본네빌 
스크램블러,본네빌 스피드 마스터,스트리트 트리
플 시리즈,스피드 트리플 시리즈,타이거 800 시리
즈,타이거 1200 시리즈 

트라이엄프 코리아 본사 고객 상담센터 
02-479-1902

본 차량에 대한 문의,상담은 트라이엄프 코리아 본사 또는 
딜러의 고객 상담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트라이엄프 코리아가 소유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접수시간 10:00 ~ 19:00

(우)0536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212
소재지,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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