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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안내

1.1 스마트폰 앱 구성

E HF IG J

A

B

C

D

속도 확인 모니터

지도 확인 모니터(주행 가능 거리 표시)

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항목 변경되는 요소

A 1B 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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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항상 표시되는 항목

A  메인 메뉴

B  주의 표시(경고)

C   모터 출력 단계

D 이바이크모션 전기자전거와 블루투스® 연결표시

E 활동 시간

F 전기자전거 토크(가능한 경우에만)

G 주행 거리

H 현재 기록 상태(기록    안 함, 기록, 일시정지)   

I 모터 파워 

J 배터리 잔량 

변경되는 요소

1  주요 정보 항목

- 속도 모니터

- 지도 모니터

- 주행 가능 거리 모니터

2  보조 정보 항목

- 자전거 정보

- 건강 정보(심박계 연결 시)

- 날씨 정보

- 음악 정보(음악 재생 시)

A 1B 2J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목

앱 화면은 주 모니터 보조 항목, 알람까지 3개의 구역으로 나뉘
어 있습니다.  모니터가 지도 모드일 경우 앱은 가로와 세로 화면 
모두 지원하지만, 

         
화면 방향에 따라 일부 보조 요소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도 모드에서 화면 방향이 가로일 때 보조 

요소 중 한 가지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A' 위치에 있는 정보가 가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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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고도 항목이 가로 화면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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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화면에는 두 개의 큰 주요 정보창이 있고, 전
기자전거 모터 파워와 배터리 상태, 알람 등을 표
시하는 2개의 보조 정보창이 있습니다.

1  메인 모니터
2 보조 요소
3 알람
4 전기자전거 파워와 배터리 상태

1.2. 스마트폰 앱 메인 화면

스마트워치 앱은 매운 단순하며, 아래와 같은 요
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W.1  메인 데이터
W.2 현재 기록 상태
W.3 정보 타입
W.4 보조 데이터

1.3. 스마트워치 앱 메인 화면

3

4

W3

W2 W4

W1

앱 화면 상 주요 정보 표시 위치

스마트워치 화면 상 주요 정보 표시 위치



A  파워 “+” 또는 “-” 버튼 - 보행보조모드 컨트롤*

B  파워 “+” 또는 “-” 버튼 - 라이트 컨트롤*

C  전기자전거와  아이웍®  리모트  온/오프  버튼

D  보조  버튼(앱  화면  보조정보  변경,  음성  조작,  재생/일

시정지,  줌아웃)

        

       
E  보조 버튼(앱 화면 메인정보 변경, 다음 곡 재생, 줌

아웃)
         

     

1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단계 확인용 흰색 LED 라이트       
2  현재

 
상태와

 
알림

 
확인용

 
 RGB LED

 
라이트    

3  전기자전거
 
배터리

 
용량

 
확인용

 
흰색

 
LED 라이트       

4  핸들바

 

장착용

 

스크루    
5  스크루

 

워셔   
6  아이웍  ®  리모트

 

홀더

7  통신

 

케이블

 

보호용

 

고리    
8  아이웍

 

리모트

 

플러그  
9  핸들바 장착용 고무 링      
10 아이웍® 본체

    10.1  버튼 패널 

    10.2  방수 커버 

    10.3  아이웍® 메인보드 

    10.4  아이웍® 셸

    10.5  케이스 마감용 플랜지  

    10.6  장식 패널(스티커용)   

2

5

6

E

D3

1

B

C A4

9

10.1

7

10.5

10.2

10.3 10.6

10.4

1.1 아이웍 부분 도식

1.2 아이콘 해석

?

?

“?” 버튼 짧게 누르기

“?” 버튼 길게 누르기

1.4 아이웍® 스탠다드 그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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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핸들바 장착용
고무 링 

*아이웍® 케이스 마감용 플랜지 주변에는 작은 링이 있습니다. 이 고
무 링은 핸들바 주변, 22mm를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핸들바 장
착용 스크루를 조이면 주어진 압력으로 인해  리모트는 강하게 설
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스크루 최대 토크는 1Nm임을 명심하십
시오. 그 이상의 토크가 주어질 경우 스크루 홀더가 손상될 수 있습
니다.

D

2

1

3
E

A

C

B

DD A

3

1

C

9

D2

DE B

9

10.5

중요

*작업자의 설정이나, 리모트가 핸들바에 장착되는 위치에 따라 
A와 B, D와 E의 역할이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1.3 주요 기능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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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하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만일을 위해 안전에 관한 안내문은 
보관하십시오.

- 경고와 설명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전, 
화재 또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만일을 위해 안전에 관한 안내문은 보
관하십시오.

- 이 설명서에 사용된 '배터리 팩'이라는 
용어는 모델에 관계없이 프레임 내부에 들
어가는 스탠다드 배터리 팩과 캐리어로 장
착할 수 있는 스페어 타입 배터리 팩 둘 모
두를 의미합니다.

        
       

       
        

        
     

-

 

자전거에 장착된 디스플레이, 리모트에 
표시되는 정보, 스마트폰에 주의를 빼앗기
지 마십시오. 주변 교통 상황에 온전히 집
중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
 
전기자전거 시스템 조작에 대한 모든 

설명과 안전 유의사항을 읽고 수시로 참고
하십시오.

       
        

-
 
아이웍

 
®

 
리모트는 물방울이 튀거나 일

반적인 비가 오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설계됐으며 

      
        

    
IP54 기준을 충족합니다.전

기를    
  
활용하는 리모트에는 보호막을 씌우

는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했으며, 방수 
기능 향상을 위해 밀봉된 고리를 활용했습
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비슷하지만 모터, 
배터리, HMI(리모트와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적
인 전기  부품들이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부품을 오
래 쓰고, 보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
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
습니다.

    
        

         
         

중요

-  전기  부품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세척기 
사용 시). 

      
        세척기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팩

과  HMI(아이웍    
         

         

®

 

리모트)를 분리하십시오. 
전기 부품에 고압 세차를 하지 마십시오.

       
  

-

 

겨울이나 폭우가 내릴 때에는 전기자전거
를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리모트는 방수 
설계가 돼 있으나, 안 좋은 환경에 장시간 노
출될 경우 방수 기능 저하와 침수 피해로 이
어질 수 있습니다.

   
         

        
    

-

 

눈이나 비가 오는 습한 환경에 

    

아이웍® 리
모트를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전기자전거를 자동차 
외부에 실어 운반할 경우 리모트를 보호하거
나 분리하십시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비
가 내리는 날씨가 만나면 방수 기능 손상 위
험이 높아집니다.       

          
  -

 

먼지와 진흙이 리모트 버튼에 묻지 않게 하
십시오. 

         
   

커버가 깨졌으면 디스트리뷰터에게 
교체를 요청하십시오. 커버는 스페어 파트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안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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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이크모션® 앱은 향상된 라이딩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자전거  인터페이스로 
활용하게 해 주는 앱입니다 . 일반 자전거와도 
호환되며, 이바이크모션 전기자전거와 연동할 
경우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추가 
정보는 전기자전거에 포함된 부품이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가 있으면 이바
이크모션 앱을 사용해 전기자전거 시스템 정보 
확인, 내비게이션 기능을 활용한 운동 계획과 기
록, 지도 보기,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기자전거가  없어도 
배터리, 파워 같은 전기자전거 관련 정보 외의 앱 
기능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전문적이고 놀라운 사이클링 앱을 무료로, 일반 
자전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웍은 모터, 배터리 팩 등 전기자전거 동력을 
위한 장치와 그외 호환 장치를 컨트롤하기 위해 
설계된 HMI(Human Machine Interface) 컴퓨터입니
다.
아이웍   ®  리모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아이웍® 스탠다드 (5 버튼)
- 아이웍® 트리오  (3 버튼)
- 아이웍® 원  (1  버튼)

아이웍 트리오와 스탠다드는 앱의 리모트 컨트
롤 기능과 호환됩니다.

          
 

본 매뉴얼 시작 부분의 그래픽 페이지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이웍 ® 스탠다드  
버전이나 전기자전거 모델에 따라 각 그림의 설
명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A  파워 “+” 또는 “-” 버튼 - 보행 보조 모드 컨트롤*
·B  파워 “+” 또는 “-” 버튼  - 라이트 컨트롤*
·C  전기자전거와 아이웍® 리모트 온/오프 버튼

본 매뉴얼 시작 부분의 그래픽 페이지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이웍® 원 버전이
나 전기자전거 모델에 따라 각 그림의 설명과 실
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웍® 원 리모트
는 하나의 버튼과 하나의 RGB LED로 구성돼 있습
니다.

·D  보조 버튼(앱 화면 보조정보 변경, 음성 조작
,

 
재 생/일 시정  지,  줌아웃)

      

·E   보
  
조   버튼(앱   화면   메인정보   변경,  다음   곡   

재생, 줌 아웃)      
1 ·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 단계 확인용 흰
색 LED 라이트       
2 · 현재상태와 알림 확인용  RGB LED 라이
트

    

3 · 전기자전거 배터리 용량 확인용 흰색 
LED

 
라이트

       

*작업자의 설정이나 , 리모트가 핸들바에 장착되
는 위치에 따라 A와 B, D와 E의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제품 상세 설명

3.1 앱 사용 목적

3.2 그 외 시스템 호환 장치    

아이웍® 리모트

아이웍® 스탠다드  

아이웍® 원

E

D3

1

B

C A

2

아이웍®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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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호환성
이바이크모션® 앱은 일반 자전거와도 호환됩니
다 .   전기자전거와 관련되지 않은 기능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와 사용은 무료
입니다.

       
          

이바이크모션 블루투스 플랫폼 호환 제품만이 
전기자전거 관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
환성 여부는  자전거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아이웍 리모트를 활용한 앱 컨트롤 
      

         
전기자전거에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 보십시
오. 엄지손가락이 닿는 위치의 아이웍® 리모트
로 이바이크모션 앱과 전기자전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활성화된 정보창을 변
경하거나 음성 피드백을 받는 등 다양한 기능
이 있습니다.  

   
         

꾸준한 정보 제공 
이바이크모션 앱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피드백
을 제공합니다.  

        
 모니터 화면에 지도 상 현재 위치 

표시는 물론 속도, 위치, 날씨 정보, 음악, 경고, 
전기자전거 정보 등 다양한 항목을 보여줍니다.

       
          

       
 

스트라바®
 
지원

사용자 대시보드에 스트라바
  

®
 

계정을 입력하면 
이바이크모션® 앱을 사용했을 때 자동으로 스트
라바에 기록이  업데이트  됩니다.  

     
           

      
100%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데이터 사용 없이 단계별 내비게이션, 지도와 주
소 검색, 음성 안내를 받으십시오. 모험을 즐기는 
라이더에게는 필수인 기능입니다.

         
         

       
스마트  코스  구성(주행  

   

가능  거리  활용) 스마트
 코스  플래너는  시간과 거리를 바탕으로, 계획한 
경로를

 
주행한

 
후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 있을

지를 표시하는 한편,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
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3.3. 앱 주요 특징

본 매뉴얼 시작 부분의 그래픽 페이지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이웍® 트리오 
버전이나  전기자전거  모델에  따라  각  그림의 
설명과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웍® 
트리오는 세 개의 버튼과 하나의 RGB LED로 구
성돼 있습니다.

아이웍 ® 디스플레이는  모터 , 배터리  팩  등 
전기자전거 동력을 위한 장치와 그 외 호환 장치
를 컨트롤하기 위해 설계된 HMI(Human Machine 
Interface) 컴퓨터입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은 호환 전기자전거 모터 시스
템, 이바이크모션 부품 또는 기술이 적용된 전기
자전거 모터  컨트롤러의   일부 특성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아이웍® 트리오

아이웍® 디스플레이

이바이크모션® 스마트 모터 컨트롤 유닛

아이웍® 트리오

아이웍® 디스플레이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향상된 기능
현재 여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속도, 평
균 속도, 시간, 거리, 온도, 경사도, 고도, 모터 출
력, 배터리 잔량, 심박수 등 향상된 사이클링 컴
퓨터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활동 기록 
앱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록된 활동의 추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차트
는 위치에 따라 사용한 파워, 속도, 모터 회전수, 
사용된 모터 출력 단계, 고도, 풍속, 습도, 온도는 
물론 심박계를 사용했을 경우 심박 정보까지도 
나타냅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를 관찰하는데 

이 정보를 활용하십시오.   
          

웹 포털

 컴퓨터 , 태블릿 , 스마트폰  등으로  모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이바이크모션        

  

®

  

프로필과 활동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센터

 이바이크모션

            

®

 

앱 활용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라
이브러리. 

 

모든 앱 기능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파
악하고 기술지원 팀에 연락하는 방법을 확인하
십시오.         

           
   

· 아이웍® 시스템에 블루투스® 연결(디스플레이
 리모트, 원)

· ·표준 프로토콜 블루투스® 심박계 호환
· ·앱에 트래킹 서비스 통합
· ·앱에 전기자전거 진단 기능 통합
· ·다양한 언어 지원
·    ·전기자전거 상태확인/정비주기 관리
· ·스트라바® 자동 업로드
· ·트위터®, 페이스북® 친구 시스템 호환
· ·이바이크모션®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통합
· ·일반 자전거에도 사용 가능

·

·일반 자전거에도 사용 가능
· 전기자전거 정보 표시(이바이크모션 시스템)
·웹

 
서비스

 
통합

·전기자전거
 
기능

 
지원

·날씨정보
 
지원

·안전한 주행 가능
  ·오프라인 맵을 활용한 온/오프로드 내비게이션

       ·원 클릭 설정
 ·아이웍

   
®

 
리모트를 사용한 앱 조작

  ·업데이트 지원
  ·경로 설정, 추적, 안내
   ·무선 액세서리 호환

   ·오디오 및 메시지 제어
   ·기능 자동화

  ·네트워크 지원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스트라바

   
®,

 네트워크 통합    
·시합 가이드 지원

   ·저장된 코스를 활용한 경쟁 모드
    

·향상된 주행 가능 거리 계산(범위    표시) ·
·애플워치, 안드로이드 웨어 통합    

· ·제조사 느낌이 반영된 앱
· ·셋업 변경 마법사
· ·피트니스 지원
· ·NASA 데이터 활용 인터넷 고도 표시 지원
· ·저장된 코스 자동 보정
· ·주행 중 알림 커스터마이징 가능(음성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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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앱, 기능 목록

통합, 지원되는 소프트웨어

문서에 표시된 마크에 대한 권리는 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오픈 웨더 맵

오픈 스트리트 맵

스트라바®

페이스북®

트위터®

IOS 버전 이바이크모션® 앱(전기자전거 연결 됨)



전기자전거가 아니어도 이바이크모션 앱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기능이 작동하지 않
을 뿐, 이바이크모션 앱은 일반 자전거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GPS를 사용하는 등의 변경을 자동
으로 진행합니다. 지도를 다운로드하면 내비게이
션과 지도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부품을 사용한 전기자전거는 이바
이크모션  앱  전기자전거  플랫폼과  호환되며 , 
앱을 통해 추가적인 전기자전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를 조작하기 전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
인해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돼 있어야 합
니다. 추가 정보는 전기자전거 제조사의 배터리 
팩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아이웍

 

®

 

리모트 선이 전기자전거 디스플레이 
연결부에 제대로 꽂혀 있어야 합니다.

      
    

-

 

전기자전거 부품과 이바이크모션® 앱이 블루투
스

        
   

®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4.2 전기자전거 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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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전거에서 사용하기

4.1 일반 자전거 사용 조건

중요

핸들바에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장착하기 위
해 좋은 홀더를 사용하십시오. 이바이크모션 
테크놀로지는 자전거에 스마트폰을 안전하
게 장착할 수 있도록 최고의 홀더 포트폴리
오를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스마트폰 관리는 사용자 스스로의 몫입니다. 

전기자전거 관련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뿐, 
일반 자전거에서도 앱의 기능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앱 설치와 사용은 무료입니다.

마운트 예시 : 쿼드락® 마운트

일반 자전거

모터 출력 단계 조정

C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RGB 
LED 라이트가 초록, 파랑, 빨강, 흰색 순서로 바
뀌고, 리모트의 모든 LED 라이트가 꺼지면서 전
기자전거 시스템이 종료됩니다.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켜려면 C 버튼을 짧게(한 
번) 누르십시오. 아이웍®의 LED 라이트는 시스
템을 체크한 다음 현재 상태를 표시해 줍니다.

전기자전거 전원을 켜면 시스템 모터 출력을 조
정할 수 있습니다. A와 B 버튼을 활용해 모터 
출력을 늘일 수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출력 조정 
기능을 활용해 매번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모터 
컨트롤러를 활용해 모터 맵을 수정할 수도 있습
니다.

모터 출력을 조정하면 LED 파워 어시스트 패널
에 1, 2 또는 3개의 LED  라이트가 켜집니다 . 
LED 라이트가 꺼져 있으면 모터가 동작하지 않
음을 의미하며, LED가 깜빡거리면 따로 구성한 
커스텀 맵 같은 특별한 맵에서 실행 중임을 의미
합니다.

전기자전거 전원 끄기

전기자전거 스위치 켜기

C

C

E

D3

1

B

C A

2

아이웍® 스탠다드 리모트, 주요 부품



이바이크모션® 앱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은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위한 진보된  앱입니다.

이바이크모션   ®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이 앱에는 

  
사이클링에 특화된 오프라인 내비게이

션, 
       

오프로드 내비게이션, 하드웨어 정보를  바탕        으

로  한  라이센스  시스템,   날씨         정보,  향상된  주행  가능
 거리  정보 ,  OEM  브랜드에  따른  자동  커스텀 ,

 특수 사용자 웹 대시보드와 브랜드에서 관리하는 
헬프 센터, 

       
   아이웍®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 독립적

으로 조작 가능한 서로 다른 컨텐츠의 두 가지 정
보 영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아이웍® 컨트롤 시스템(리모트, 디스플레이, 
원), 스마트 워치와 호환돼 
         

       무선 연결을 통해 스
마트폰의 정보를 전기자전거 디스플레이에 표시
할 수도 있습니다.

  
         

    

- 512MB 이상의 램(1GB 이상 권장)
- ROM 가용 용량 80MB 이상      
- 1GHz 이상의 프로세서     
- 안드로이드 4.3 이상   
- 블루투스® BLE 또는 4.0  
- 애플 아이폰 4S 이상(iOS 7.1.2 / 8 이상)           
-  최신 iOS 설치된 아이폰 5 또는 6 이상 권장         
 -

 
램 1G 이상 안드로이드 폰 권장

      3G 연결이 권장되나 오프라인 사용도 가능합니
다.(일부 기능 제한됨)

        
     

*대부분의 값은 블루투스

    
  

® 
BLE 전자 부품에 의해 제한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스토어나 아이튠즈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
바이크모션(ebikemotion)을 검색해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은  우측  그림처럼  녹색  바탕에  e라
고  쓰인  아이콘을  사용합니다.  아이콘을  눌러  앱

 
다

운로드를  진행하십시오.

            
          

    

자전거 브랜드나 활동 종류에 상관없이 무료로 
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바이크모션 전기자전

거를 사용할 경우 앱은 전기자전거 시스템과 관
련된 더 많은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성공적으로 
설치를 마치려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 기능은 이바이크모션® 기술이 적용된 
부품을 사용한 다른 OEM 자전거에서 

          
     동작할 수

도 있습니다.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등록과 로그인 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 이바이크모션® 검색 시 다른 제조사의 앱
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
토어에서 아래와 같은 녹색 아이콘을 확인하십시
오.

5.1 스마트폰 최소 요구사양

5.2 앱 설치

5. 일반 설명

애플 앱스토어 예시

이바이크모션 앱이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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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설정된 언어를 감지해 
앱에 적용합니다. 앱 언어만 별도로 바꿀 수는 
없고, 스마트폰 설정에서 기본 언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앱  언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언어는 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스페인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영어(기본 언어, 스마트폰에 설정된 언어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앱은 자동으로 영어를 선택
합니다.)

         
         

 

다른 언어도 준비 중입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은 영국식 단위와 미터법 단위 
모두 지원합니다. 사실은 스마트폰과 호환되는 
것으로, 실제 앱에 사용할 단위가 스마트폰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앱 내부에서는 길이나 
무게 등의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
다. 스마트폰에서의 언어와 측정 단위를 선택에
는 많은 요소(키보드, 음성 명령, 측정 단위 등)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측정 단위 변경을 하려면 스마트폰 설정의 언어 
및 지역을 바꾼 다음 앱을 다시 실행하십시오.
          

         
           

      

5.3 앱 언어 5.4 앱 측정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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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언어 설정 예시

아이폰 지역 설정 예시



앱을 열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 이바이크모션® 사용자 신규 등록

· 등록된 이바이크모션® 사용자 로그인
·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로 등록     
· 비밀번호 찾기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려면 파란색 'Log  in 
with Facebook '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앱은 스
마트폰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 아이폰용 앱은 페이스북            
   

®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할 별도의 창을 띄웁니다.  

-  안드로이드의 경우 페이스북 앱이 설치돼 있
어야만 합니다. 페이스북

      
®

 
APP

 
에 로그인 된 상태

에서 이바이크모션

 
          

® 앱을 켜면 자동으로 로그인
이 진행됩니다.

     

이바이크모션® 사용자 로그인을 활용한다면 쉽게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바이크모션    

   
®

 
앱 

 로그인 화면에서 Forgot Password 링크를 누르
면 패스워드 찾기 양식이 나옵니다. 양식을 채워
서 제출하면 등록된 e메일을 통해 마지막으로 사
용했던 비밀번호를 보내 줍니다.

     
         

        
     

프리미엄 팩은 앱의 일부 요소와 겉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제조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활성화된 프리미엄 팩과 호환되는 전기
자전거를 갖고 있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업데이
트 되며 앱과 웹 대시보드의 일부 그래픽요소를 
변경합니다. 전기자전거 제조사에서 프리미엄 팩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앱의 그래픽 요소도 변경됩
니다.  프리미엄 팩을 통한 커스터마이징은 아래
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앱으로 전기자전거 연결     

2. 앱에서 전기자전거 시리얼 넘버 요청           
   

3.

 

OEM 브랜드가 표시된 VIN(Vehicle 
Information Number) 획득         

     
4.

 

프리미엄 팩을 받기 위해 앱에서 서버로 
OEM 브랜드 정보 전송           

    
5.

 

앱에 프리미엄 팩 적용(앱에 입력된 VIN이 
바뀔 때까지 유지)            

 

1. New Account를 누르면 앱은 신규 등록 양
식을 보여줍니다. 빈 칸을 채운 다음 Register를 
누릅니다.

2. 이바이크모션® 서버에서 링크가 포함된 이
메일이 발송됩니다. 수신한 메일에 포함된 링크
를 클릭하면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3.이바이크모션 ® 서버에서 신규 등록이 완료
됐다고 알려줍니다.

      
    

4. 다음부터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사용
해 앱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이바이크모션              ®

 

앱 이메
일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
력했을 수 있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없을 경우 지원 센터에 문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된 이바이크모션® 계정으로 앱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
고 녹색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바이크모션    

    
® 

  
서버

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6.3 페이스북으로 등록

6.4 비밀번호  찾기

6.5 앱 커스터마이징(전기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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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등록, 로그인

6.1 이바이크모션® 사용자 신규 등록

6.2 이바이크모션 사용자 로그인



프리미엄 팩 관련 질문:

- Q: 프리미엄 팩 서버에서 변경된 내용은 언
제 사용자 앱에 적용되나요?

- A: 스마트폰 캐시 메모리가 새롭게 될 때 적
용됩니다.

주 : OEM  제조사에서  서버에  프리미엄  팩을 
업로드할 경우 캐시 매모리는 수 분 내에 업데이
트됩니다.

전기자전거가  대리점에  도착했을  때는  데모 
모드입니다 . 이  상태에서는  50 km까지밖에 
주행할 수 없으므로 출고 전 활성화를 해야 합니
다. 이 과정은 브랜드 공인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
돼야만 합니다 . 보통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
자전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 활성화가 이뤄지고 판매
될 때, 전기자전거 송장이 함께 발송되며 이후 라
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전
에 활성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앱 화면에 
알람이 표시됩니다. 

활성화된 전기자전거를 갖고 있다면, 자전거 소
유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향후 필요할 때 전기자전
거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적 시스템입니
다. 이바이크모션® 플랫폼의 모든 자전거는 제조
사에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 가능성을 열어 둡니다.

전기자전거 소유자 지정은 아래와 같은 과정으
로 진행됩니다.

1. 앱으로 전기자전거 연결

2. 앱에서 전기자전거 시리얼 넘버 요청

3. VIN 획득

4. 주행 기록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          
5.

  
주행 기록이 발생하면
   a. 앱에서 서버로 정보 전송(VIN/사용

자/스마트폰 브랜드/IT 운영자)           
                 b.  

 

서버에서  VIN  소유자  유무  확인

        
 

VIN에 소유자가 없을 경우 소유자 지정을 위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 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가능합니다.

             
             

    

생산

전기자전거공장 대리점 사용자

데모
모드

활성화 출고
대기

전기자전거
소유자

6.6 전기자전거 활성화

6.7 전기자전거 소유자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전기자전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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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이크모션® 전기자전거 페어링에는 앱을 이
용해야 합니다. 시작 전에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
요합니다.

- 블루투스 연결 가능한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기자전거

     

- 신뢰할 만한 인터넷 연결   
- 이바이크모션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앱 설치와 사용은 무료지만 지도는 앱 내에서 구
매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지도 사용권이 없을 경우 지도와 내비게이
션 사용을  위해  지도를  구매해야  합니다.

              
         
        

             
 

페어링과 설치를 위해 아래 설명대로 진행하십
시오.

       

1.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자 등록 또
는 로그인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2. 이바이크모션®(리모트 컨트롤) 스위치를 눌
러 전원을 켜십시오. 

        
 

                a)   앱에서 페어링되지 않은 이바이크모
션

      
® 전기자전거를 발견하면 자동으로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pairing with 
ebikemotion

        

® bike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b)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기자전거 페어

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전거가 다른 스마트폰
과 페어링 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이 경우 
블루투스

    

        
          

 
®

 
리셋을 위해 리모트 매뉴얼을 참조하

십시오(7.2에서      해당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When the ebikemotion® 전기자전거 페
어링이 완료되면 화면 상단에 녹색으로 '바이크 
페어링  -  페어링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후
로는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자전
거는 마지막으로 페어링한 스마트폰에 연결되고 
다른 스마트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기자전거 전원을 끄면 앱 
화면 상단에 자전거와 연결이 끊어졌다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리모트와 HMI 시스템은 하나의 스마트폰에만 페
어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과 페어링
을 하려면 기존의 기록은 삭제돼야만 합니다. 이
바이크모션 HMI 시스템에서삭제는 디스플레이
나  리모트의  온 /오프  버튼으로  이뤄집니다 .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
하시면 HMI나 리모트 매뉴얼을 확인하십시오.

 

- 전기자전거 전원을 끄고, C 버튼을 길게 눌
러 켜면 페어링된 스마트폰 기록이 삭제됩니다.

          
          

 
-
 
RGB 라이트(2)가 파란색으로 깜빡입니다. 

블루투스            ® 자동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7.1 블루
투스 강제 연결을 진행하십시오.        

      

이바이크모션 앱이 다른 자전거와 연결됐다면 
블루투스          ®
 

강제
 

연결을
 

시도해
 

보십시오. 
    

      

메인

 

메
뉴에서

 
Settings로

 

들어간

 

다음

 

BIKE 탭에서 '새
로운 EBM 자전거와 페어링'을 선택하면 기존의 
블루투스 연결이 거부되고 다른 전기자전거를 
검색합니다.

     
          

          
           

    

7.2 새 스마트폰과 페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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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자전거 페어링

7.1 블루투스 강제 연결

리모트의
온/오프 버튼

강제 블루투스® 페어링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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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한을 피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
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을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앱을 켜고 화면만 끄거나, 백그라운
드에서 동작하게 해 놓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전기자전거 전원을 켜면  스마트폰에서 '전기자전
거와 연결되었습니다. 앱을 열고 라이딩을 기록
하세요.'라는 알림을 받습니다. 이바이크모션

     
         
         

          
   

® 
알림을 클릭하면 이바이크모션

   

®

 

 앱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전기자전거 전원을 끄면 기록 저장을 잊지 않게 
해 주는 비슷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동작 중일 때 활동을 시작
하면 유사한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이바이크모
션® 앱은 활동 정보를 기록하고 스마트폰에 임시 
저장합니다.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전
원을 끄면 활동이 종료됐으며 해당 활동을 삭제
할지 클라우드에 저장할지 묻는 알림을 받습니
다.

동시에 GPS 상 최종 위치, 시간, 전기자전거 상
태, 전기 사용 내역 등이 저장됩니다. 이 정보는 
앱의 메인 메뉴 옵션 '최종 위치 정보' 또는 앱 위
젯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록 저장 알림 메시지

자전거 접근 시 스마트워치 알림

이 부분은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에만 
적용됩니다.
iOS는 앱 자동 켜기에 일부 제한이 있어, 이바이
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에 접근하더라도 앱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7.3 자동 시작 프로세스

자전거 접근 시 스마트폰 알림

ebikemotion
Open the application to record your next ride.

15m ago

slide to view



아이웍  ®    리모트는  이바이크모션    
       

    

®

 

 전기자전거 
기능과 함께 앱 기능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

웍
   

® 버튼 중 라이트 스위치, 파워 온/오프, 모터 
출력 단계 업/다운 등이 그렇습니다. 아이웍     

       
       

® 리
모트와 관련된 앱 기능 중 알아두면 좋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아이웍 ® 리모트의  [D]와  [E] 버튼을  이용해 
이바이크모션® 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 가
능한 이바이크모션® 앱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
니다.

- 메뉴 제거  
- 모니터 표시 변경(속도/지도/주행가능 거리)         

 -
 
보조 모니터 구성요소 변경

(날씨, 음악, 자전거)      
  -

 
지도 줌 조절

      -
 
(음악을 듣는 경우)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

 
음성  안내 듣기(실시간   상태 정보)

      

8.2 아이웍®을 이용한 원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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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이웍® 스탠다드 연동

이 특수버튼 조합을 통해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와 마지막으로 페어링된 스마트폰을 
삭제하고 새 스마트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페어링된  스마트폰을  삭제하는  버튼 
조합을 확인하려면 리모트 매뉴얼을 참조하십시
오.

 

1. 아이웍® 리모트 컨트롤의 전원 버튼(C)  

를 눌러 전기자전거 시동을 겁니다.

2. 이바이크모션® 앱을 엽니다.

a) 스마트폰 페어링이 자동으로 이뤄지
면 화면에 '전기자전거와 페어링 완료'라는 메시
지가 나옵니다.

          
 

b) 전기자전거가 다른 스마트폰과 페어링 돼 있
으면  아이웍®이  페어링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자전거  전원을  끈  후  C버튼을  길게  
눌러서 다시 시작하면 이전에 페어링된 스마트폰
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RGB  표시등(2)가  파란
색으로  깜빡입니다.

c)  전기자전거와  스마트폰이  페어링  된  경우  화면
 상단에  '전기자전거와  페어링  완료'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후로는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
니다.  전기자전거는  마지막으로  페어링된  스마트
폰과  연결을  유지하며  다른  스마트폰에는  표시되
지  않습니다.
d)  전기자전거 전원을 끄면 앱에서는 알림과 함
께 상단에 '페어링된 전기자전거 연결 끊김'이라
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 앱에서는  새  블루투스      ® 페어링을  강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 설정의 새 이바
이크모션 자전거 페어링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
다.

 
     

              
      

스마트폰이 하나의 전기자전거와 페어링되면 페
어링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
 모터 출력 단계를 표시하는 패널에 중립일 

경우 N이, 그 외의 경우 출력 단계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

 

화면 상에 수 초간 알림이 표시되며 화면 

좌측 하단에 둥근 안테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8.1 페어링

스마트폰이 하나의 전기자전거와 
페어링되면 페 어링이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 모터 출력 단계를 표시하는 패널에 중립일 경우 
N이, 그 외의 경우 출력 단계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됩니다. 
- 화면   상에   수   초간   알림이   표시되며   화면 
좌측  하단에  둥근  안테나  아이콘이  나타납니
다.

기억하십시오

앱에서는 새 블루투스® 페어링을 강제 적 용 
할 수 있 습 니 다 . 메인 메뉴, 설정의 새 이
바 이크모션 자전거 페어링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 다.

E

D

C

아이웍® 스탠다드 : 앱 조작용 버튼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블루투스® BLE 페어링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 아이폰 : 모든 과정이 투명합니다. 블루투스            
     

® 
연결을 위해 특정 메뉴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
다. 이바이크모션

   
® 앱이 아이웍

 
          

 
® 

 
페어링 호출에 

응답하는 가까운 호환 장치를 찾습니다.   

- 안드로이드 :  설정으로 이동해          
      

아이웍®과 블
루투스   

  
® 페어링 과정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시되는 가까운 장치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웍® 리모트의 [D]나 [E] 버튼을 이용해 이
바이크모션® 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이바이크모션®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뉴 감추기
- 메인 화면 변경(속도/지도/주행가능 거리)         

 -
 
화면 보조요소 변경(날씨, 음악, 자전거)

      
  

-

 

지도 줌 조절

      
-

 

음악 재생 시(재생, 일시정지, 다음 곡)

         
-

 

음성  안내 듣기(실시간   상태 정보)

      

     

이바이크모션®

 

앱을 제어하려면 [D]나 [E] 버튼
을 눌러야 합니다.

     
    

길게 또는 짧게 누르기를 사용
할 수 있으며, 명령은 모니터에 표시된 정보 유형
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메인메뉴 표시를 지우고 전체 화면
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메뉴를 감추려면 
아이웍® 리모트의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된 심박계를 사용할 수도 있습
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은 라이딩 중 모니터 앱
에 심박수를 보여주고, 이 정보를 사용해 활동 기
록을 완성합니다.  또한 이바이크모션 ® 앱은 사용
자 최대심박수 도달을 방지하기 위해 심박계에
서 알려주는 현재 심박을 기준으로 모터 출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 앱 구성과 심박계 페어링 프로세
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바이크모션   

        
   

® 앱 사용
자 매뉴얼을  확인하십시오.

      
심박 기반 자동 어시스트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
에서 아이웍           

   

® 리모트를 사용해 모터 출력 단계를 
수동으로 수정하면 심박 기반 기능은        

      

비활성화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중에는  다양한  블루투스   ® 심박계가 
있습니다 . 

      
일부  제조사에서는  블루투스       ® 

BLE 표준  신호  일부를  수정해  자사  기기  전용으
로  만듭니다. 사용하시는 심박계가 표준 블
루투스

         
          
     ® BLE 센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

오 .이바이크모션
   

® 앱은 해당 기기 외에는 호
환되지 않습니다.

       

메인 메뉴 감추기

8.3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페어링 과정 8.5 아이웍®을 활용한 앱 원격 조작

8.4 심박계 페어링 과정 E

D

IOS 버전 이바이크모션® 앱(메인 메뉴 열림)

아이웍® 스탠다드 앱 조작용 버튼

벨트 타입 심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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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요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
습니다.

- 날씨
풍속, 습도, 현재 기온과 날씨, 1시간 이후
와 4시간 이후의 일기예보

 
 

- 음악
기능(재생/일시정지), 음악 썸네일, 앨
범명, 곡명, 남은 시간, 진행률

        
         

이바이크모션® 앱 화면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 메인 요소
- 보조 요소

메인 요소 화면 표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속도
- 지도(내비게이션, 트랙킹, 위치 확인 등)
- 주행가능 거리 표시(지도 화면과 동일한 지

도에 전기자전거 주행가능 거리 표시)
         

       

[E] 버튼을 짧게 누르면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보조 요소 화면에는 날씨, 음악, 자전거 정보가 
표시됩니다 . 음악  정보는  스마트폰이  음악을 
재생 중일 때에만 표시됩니다.

[D] 버튼을 짧게 누르면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화면 메인요소 변경

보조 요소 화면 변경

E

D

D

E

D

Music / Música
Musik / Musique

날
씨

음
악

속
도

자
전
거

지
도

건
강

주
행
가
능

 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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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에서만 표시됨



이바이크모션® 앱을 실행하는 동안 스마트폰은 
핸들바나 주머니 등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
다 .  그때 이바이크모션       ® 앱에 중요 정보 음성 안
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앱의 보조 요소에 따라 
안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요소 화면에 있는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다릅
니다.         

-

 

[D]버튼을 길게 누르면 현재 속도, 배터리 
잔량, 고도, 심박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 앱은  
안드로이드 웨어, 애
플워치와  통합돼  있
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에 스마트워치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매뉴얼 끝 
부분에  스마트  워치
에서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플 뮤직 같은 스마트폰 어플로 음악을 재생할 
경우, 이바이크모션® 앱은 자동으로 새 창을 띄
워 재생  중인  곡  정보를  보여줍니다.

음악 재생 중이면서 이바이크모션® 앱 보조 요소 
화면에 음악이 표시되는 경우 아이웍® 리모트를 
사용해 일부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D]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악 재생 중에는 

일시정지, 일시정지 상태에서는 음악 재생을 합
니다.

             
           

- [E]버튼을 길게 누르면 현재 재생 목록의 
다음 곡을 재생합니다.

             
      

음성 안내 듣기

음악 재생 시 명령

음악 모니터. 음악 재생 중에 표시됩니다.

-자전거
현재 고도, 현재 경사도, 모터 출력, 현재 
심박(심박계 연결 시), 배터리 잔량, 주행
가능 거리(추정, km), 배터리 용량, 평균속
도, 페달링 케이던스

- 건강 정보 
- 현재 심박, 최대 및 평균 심박, 소모 칼
로리

      

이바이크모션® 앱에 지도가 표시될 경우 아이웍® 
리모트를  활용해  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확대와 축소 모두 가능합니다.

- [E]버튼을 길게 누르면 줌 인을 시작하며 
버튼을 놓으면 멈춥니다.

            
       

- [D]버튼을 길게 누르면 줌 아웃을 시작하며 
버튼을 놓으면 멈춥니다.

            
       

이바이크모션® 앱 메인 화면 요소를 변경하면 지
도에 적용된 줌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지도 줌 조절

줌 아웃

줌 인

D

E

재생/일시정지 D

다음 곡 E

D

기억하십시오

음성 안내 듣기는 음악 화면을 제외한 다른 
화면에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
악 화면에서는 음성 안내 듣기 대신 음악 재
생 시 명령이 실행됩니다.

           
          
         
     

8.6 스마트워치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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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이크모션 스마트워치 앱



이바이크모션 앱은 손가락 제스처를 통해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제스처를 통해 메인 화면 요소의 속도, 지도, 
주행가능 거리 변경은 물론 보조 요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환경에서 이런 조작이 가능합니다.

-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 이바이크모션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 일반 자전거

지도 표시 밖의 화면 상단(보조 요소 표시 부분) 을 
위에서 아래로 밀면 보조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9.2 보조 요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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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스처를 통한앱  제어

지도 표시 밖의 화면 상단(보조 요소 표시 부분)
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 화면 메인 요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을 통해 속도, 지도
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
전거의 경우 주행가능 거리 표시도 가능합니다.

      

9.1 화면 메인 요소 변경

화면 상단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
메인 요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밀면
보조 요소가
바뀝니다.

지도 화면 속도 화면

속도 화면에서
보조 요소 변경



구독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무료 구독

사용자는 이바이크모션® 호환 자전거 구매시 제
조사에서 제공되는 하나의 무료 구독 권한을 얻게 
됩니다 . 무료 구독에는 처음 지도를 다운로드 받
은 이후, 3개월간 처음 지도를 포함하여 5가지의 
다른 네이게이션 지도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됩니다.

무료 구독권 소진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인
앱 구매로 유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유료 구독은 
8개의 지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유효기간은 12
개월입니다.

10. 지도 라이센스 시스템

이바이크모션® 앱은  오프라인  내비게이션과 , 
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도 시스템은 앱에 포함돼 있어 인터넷 연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일반  자전거나  이바
이크모션®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사용자는 사용을 원하는 지도를 구입하셔야 합
니다.

지도 구매는  인앱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매 시 
유효

 
기간은

 
12개월이며 8개의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0.1 일반 자전거

기억하십시오

다운받은 지도는 구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
속  사 용 이  가 능 합 니 다 . 

           
       

    
추 가 로  맵 을  

다운받거나  업데이트를  원할  경우에는  구
독 연장 또는 재구독이 필요합니다.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구매 시 총 5개
의 무료 지도 라이센스가 제공되며 필요한 내비
게이션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는 사용자의 전기자전거 제조사에서 무료로 공
급합니다. 무료 지도 라이센스의 구독 기간은 처
음 지도를 다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며 기간 중
에 5개의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기자전거와 함께 제공되
는 무료 구독권을 사용하려면 앱 활성화가 사전
에 진행돼야 합니다.

   
       

지도를 설치하면 이바이크
모션

       
® 앱에서 지도 라이센스가 몇 개나 남았는지 

표시합니다.

   
         

없을  경우  인앱  구매로  연결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을 경우, 다운받은 지도
(무료 혹은 구매) 역시 삭제되며 재설치 시 복구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용하
지 않은 라이센스의 경우 앱을 다시 설치하고 로
그인하면 복원됩니다.

          
           

          
          

         구매한 라이센스의 경우 이바이크모션 시스템과 
자전거에 연동되어 있어, 재설치 시 가능한 경우 
복원됩니다.           

       
     앱 다운로드와 설치는 기기 제한 없이 가능하며 

구독권은 해당 숫자의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0.2 이바이크모션® 호환 자전거

무료 구독

유료 구독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구매 시 제공되
는 5개의 무료 지도를 모두 사용한 후 지도 업데
이트나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인앱 구매로 추가 
구독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유료 구독 
요금은 5천원이며, 8개의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받는 과정

지도 다운로드, 구독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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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구독 



사용자가 내비게이션 경로를 지정하면 내비게이
션 알림 화면이 나타납니다.예를 들면 '100미터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라는 알림이 검정색 배
경에 방향 표시와 함께 나타납니다. 이 알림은 
보조 요소 화면 절반에 표시됩니다.

별도의 조작 없이도 시스템 알림은 자동으로 생
성되지만, 표시 여부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알림은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에서 블루투스® 페어링, 시스템 
에러 , 조작  에러  등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알림은 
우선순위에 따라 4개로 구분합니다.

 
      

- 높은 수위의 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본

 
알림 메시지는 화면에 나타난 이후 사라

집니다. 다만, 아이콘은 지속적으로 표기
되고 , 아이콘을 손으로 누를 경우 경고 메
시지가 다시 나타납니다. (자전거 시스템 
오류)

        
           

   

-
 
높은

 
수위의

 
비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아이콘은
 
없으며

 
메시지는

 
곧

 
사라집니다.         

(전기자전거
 
블루투스 ®

 
페어링,

 
   배터리

 
부족)

- 낮은
 
수위의

 
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메시지는
 
곧

 
사라지고

 
화면에는

 
아이콘으

로
 
표시됩니다.(라이트

 
점등,

 
보행

 
보조

 
모드)

        
       

- 낮은
 
수위의

 
비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아이콘은
 
없으며

 
메시지는

 
곧

 
사라집니다.         

(라이트
 
꺼짐,

 
심박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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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면
스마트폰을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경우 앱 화면
에서 정보와 알림 등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앱 화면 그림을 보면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
- 보조 요소

아이웍 스탠다드가 장착돼 있을 경우 [E] 버튼
을 눌러 화면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알림은 앱에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영역입니다 . 현재 어떤 화면을 보고 
있든 알림은 독립적으로 표시되며,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 내비게이션 알림
- 시스템 알림
- 사용자 지정 알림 

내비게이션 알림

시스템 알림

E

11.1 화면 알림

ERROR 4
LOW-VOLTAGE-PROTECTION

00:15:34 125.35 mi

AVS

00:15:34 125.35 mi

16,7
AVS

16:32

1 156
RPM

1123 17%
altitude

153 
bmp

Bat

86
%

Bat

86
%

MPH
Sport

345 w

149 km

ERROR 4
LOW-VOLTAGE-PROTECTION

Tor

Pwr

내비게이션 알림   

아이웍® 스탠다드 : 화면 전환



이 알림은 설정의 동작 부분에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알림 목록이 표시되며 각각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알림을 활성화하면 시간, 거리 등 수정 가능한
변수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면 거리 알림을 몇 
km 간격으로 할 것인지 등입니다.

     
      

- 최대 심박 알림 :  
심박이 사전 설정 값에 도달하면 알려줍니다.           

 

.

-

 

수분 섭취 알림

  20분, 40분, 60분 등 사전에 설정한 시간 간격에 
맞춰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식품 섭취 알림

  20분, 40분, 60분 등 사전에 설정한 시간 간격에 
맞춰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모터 토크 알림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값에 의해 모터의 토크
를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

 

이동 거리 알림

  사용자가 지정한 거리에 따라(5km로 설정했을 
경우 5km, 10km, 15km...) 해당 거리에 도달했
을 때 알림을 나타냅니다.

            
           

         
-

 

복귀 지점 알림

   
배터리 잔량이 출발할 때의 55%가 되면 알림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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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위의 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사용자 지정 알림
이 알림은 다양한 상황과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악천후, 출발지로 돌아갈 배터리가 부족
할 때, 심박 경고 등입니다.

00:15:34 125.35 mi

AVS

00:15:34 125.35 mi

16,7
AVS

16:32

1 156
RPM

1123 17%
altitude

153 
bmp

Bat

86
%

Bat

86
%

MPH
Sport

345 w

149 km

ERROR 4
LOW-VOLTAGE-PROTECTION

Tor

Pwr

높은 수위의 비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낮은 수위의 비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낮은 수위의 지속적인 경고 알림 메시지

설정 : 사용자 지정 알림



이 화면은 실제 속도에 대한 정보이며 토크, 배터
리 잔량 등은 %와 함께 그래프로 보여 줍니다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와 페어링이 됐
을 경우 속도 아래에 흰색 막대로 토크가 표시되
며, 배터리 잔량과 모터 출력 단계는 숫자로 표시
됩니다. 토크 바[F]는 토크가 증가할수록 왼쪽에
서 오른쪽으로 길어집니다. 배터리 바[J]는 잔량
에 따라 녹색, 파랑, 주황, 빨강으로 표시됩니다.(
녹색: 많음, 빨강 : 적음)

내비게이션 화면은 사용자 위치를 지도에 표시
해 주며, 줌 인이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실행 
중일 경우 추천 코스가 파란색으로, 사용자 위치
는 화면 중앙에 표시됩니다. 스크린 상단에는 다
음 진행  방향  알림이  나타납니다.

내비게이션 모드에서는 3D 화면을 제공합니다. 
코스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2D 화면으로, 사용
자  위치가  중앙에  표시됩니다 .  

            
            
       내비게이션 코스 

설정을 하면  지도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지도 형태
나  동 작  방 식 은  'Settings '의 'MAPS  AND 
NAVIGATION'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수정  가능한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 나침반 표시 

- 지도 형태 

- 지도 회전 

- 모의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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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이바이크모션® 앱 메인 요소 화면 설명
입니다. 아이웍® 리모트를 사용할 경우 [E]버튼
을 눌러 메인 요소 화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리
모트 매뉴얼 참조). 메인 요소 화면은 아래의 3가
지가 있습니다.

- 속도 정보 
- 내비게이션 정보 
- 주행가능 거리 정보 

11.2 메인 요소 화면

속도 정보

메인 요소 화면 : 속도 정보

메인 요소 화면 : 지도(내비게이션)

메인 요소 화면 : 주행가능 거리 정보

E HF IG J

A

B

C

D

모터 출력 배터리 잔량

Batpow

86
%%

Bat

8677
%%

JI

내비게이션 정보



주행가능 거리 정보는 현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거
리를 파란색 원형 선으로 표시해 주는 지도 화
면의 일종입니다. 이 거리는 활동 시작으로부터 
평균 배터리 사용, 주행 거리와 코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주행을 계속 하면서 이 정
보는  자동으로  바뀌며,  동시에  주행가능  거리  

 
링이

 표시됩니다.  이  링은  지금까지의  배터리
 

사용과
 

현
재  배터리  잔량을  기반으로,  앞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보여줍니다.

주행가능 거리 정보는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
기자전거를 사용할 경우에만 , 처음 1km 주행 
후부터 제공됩니다.

     
          

 

주행가능 거리 정보(전기자전거에서만 표시됨)

주행가능 거리 정보

01:37:56

01:10:06

02:05:12

00:48:31

00:25:14

48km

38km

54km

23km

16km

시작 지점
배터리 완충

예상 
주행가능 

 
거리

주행한 
거리

예상 
주행가능 

 
시간

배터리
0 - 25%

배터리
50 - 75% 

배터리
25 - 50%

내비게이션 화면

주행가능 거리 링

모터 출력 단계, 라이트 온/오프, 현재 속도 등 항
상 표시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화
면에 항상 표시됩니다.

라이딩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 라이딩 시간과 
거리가 앱에 표시됩니다.

또한 라이트가 켜지면 라이트 아이콘이 표시됩니
다. 아이콘이 없을 경우 라이트가 꺼진 상태입니
다.

          
             

       

항상 표시되는 정보

보조 요소 
앱 화면 우측에 표시되는 이 정보는 아래의 요소
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날씨

  -

 

풍속

- 현재 온도와 날씨   
- 1시간과 4시간 이후의 일기예보        .

- 음악
스마트폰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하고 있는 음악의 
썸네일 사진과 제목, 아티스트가 표시됩니다.

           
          

             
 

-

 

기능(재생/일시정지)

 

-

 

노래 또는 앨범 썸네일

     

-

 

앨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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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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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명
- 남은 시간
- 진행율

- (전기)자전거 
- 현재 고도 
- 현재 경사도 
최대 고도와 라이딩 중 업다운을 고려한 현

재 경사도 추정값을 나타냅니다.
         

       
- 현재 심박(심박계 연결 시)     
현재 심박, 평균 심박, 설정된 최대 심박 기

준 타임 존을 표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블루
투스® BLE 호환 심박계가 필요합니다.

  
       

- 배터리 잔량    
- 주행가능 거리(km)   
- 모터 출력 
- 배터리 용량 
- 평균 속도 
- 페달링 케이던스 

- 건강 정보 
- 현재 심박 
- 평균 및 최대 심박   
- 소모 칼로리 

보조 요소 : 날씨

보조 요소 : 음악

보조 요소 : (전기)자전거

보조 요소 : 건강 정보



- 현재 내비게이션의 경로 안내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경로는 파란색
으로, 위치는 화살표가 그려진 파란색 원으로 표
시됩니다.

          
           

- 현재 내비게이션에서의 다음 진행방향
내비게이션 동작 중에는 지도 상단에 다음 진행 
방향을 화살표와 설명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진
행 방향은 음성으로도 안내됩니다.

- 예상 도착 시간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알림창 우측에 
흰색으로 예상 도착 시간과 남은 거리가 표시됩
니다.

- 목적지와 출발점
두 포인트 모두 지도 상에 녹색 핀으로 표시됩
니다.

12. 내비게이션 화면
내비게이션은  지도와  지도상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줌 인이 가능하며 코스를 
지정했을 경우 화면 중앙에 현재 위치가, 추천 경
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며 화면 상단에는 다음
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알림이  표시됩니다 . 내비
게이션 모드에서는 3D 화면을 제공합니다. 코스
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 2D 화면으로, 사용 자 
위 치 가 중 앙 에 표 시 됩 니 다 . 내비게이션 코
스 설정을 하면 지도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위치

 
지도는 사용자 위치와 향하고 있는 방향을 항상 
표시합니다. 위치는 화면 중앙에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며 사용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부채꼴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일반 자전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지도를 다운받아 활성화하세요.

일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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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가능 거리 링은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달릴 
수  있는  시간과  거리를  나타내  줍니다 .  이 링의 둘
레는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와 앞으로 달릴 수 있
는 거리를  %로  표시합니다 .  

 
          

           
  

흰색으로 표시되는 0
도부터 특정 지점까지는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
를, 특정 지점에서 360도까지는 주행 가능한 거
리를 표시합니다. 주행 가능 거리가 길 때는 녹
색, 줄어들수록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바뀝
니다.

        
          
      

         
       

주행가능 거리 링은 활동 중 에너지 사용을 바탕
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현재 모터 출력 단계를 바
꾸거나 회생제동 모드를 사용한다면 급격한 변
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퀵 뷰를 사용하면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까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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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행가능 거리 화면
주행가능 거리 정보는 현 위치에서 갈 수 있는 거 
리를 파란색 원형 선으로 표시해 주는 지도 화 면
의 일종입니다. 이 거리는 배터리 사용, 주행 거리
와 코스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주행
함에 따라 이 정보는 매 분 간격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산
을 위한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타면 멀리 갈 수 있지만, 그게 얼만
큼인지는 항상 의문입니다. 거리를 결정하는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지형 , 도로  상태 , 

           
      

라이더가 발휘하는 에너지, 모터 출력 단계, 체중 
등입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은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터리 용량과 잔량, 배터리 소모량을 바탕
으로 주행가능

 
거리를

 
계산해

 
줍니다.

 

     
           

         
        

     주행가능 거리 계산을 위해서 자전거는 움직여
야만 합니다. 출발 전에 주행가능 거리는 0을 나
타내며 라이딩을 시작하면 전기자전거 주행가능 
거리가 계산됩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계산값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주행가능 거리 링이 표시됩
니다. 이 링은 평균 배터리 사용량을 바탕으로 주
행가능 거리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주행가능 거리 화면

주행가능 거리 링

주행가능 거리 화면(전기자전거)

01:37:56

01:10:06

02:05:12

00:48:31

00:25:14

48km

38km

54km

23km

16km

시작 지점
배터리 완충

예상
주행가능

 
 거리

주행한
거리

예상
주행가능 시간

배터리
0 - 25%

배 터 리
50 - 75% 

배터리
25 - 50%

이 기능은 전기자전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일반 자전거에서 이 화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



지도에 표시된 최종 위치는 GPS 신호가 발견된 
곳입니다 . 계산이  가능할  경우  전체  주소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기자전거에는 이바이크모션® GPS 추적
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런 전기자전거는 설치된 
GPS 모듈을 사용해 위치를 알려줍니다. 

      
         

     
GPS 추

적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추적기 매뉴얼을 참고
하십시오. 

   
        전기자전거 위치 확인이 가능한 호환 

추적기가 있을 경우 앱에는 새로운 버튼이 표시
됩니다.

  
            

          

14. 최종 위치 정보
최종 위치 정보는 자전거 사용 경력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자전거와 떨
어진 상태에서 배터리 잔량이 궁금할 때, 다음 
라이딩을 위해 충전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메인 메뉴의 최종 위치 정보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기능은 전기자전거 데이터를 두 개의 그룹으
로 나눠서 보여줍니다. 전기자전거 스위치를 껐
을 때와 전기자전거와 스마트폰의 연결이 끊겼
을 때입니다. 

           
           
    

화면에는 지도 상의 최종 위치와 
마지막 라이딩에 관한 간략한 정보가 표시됩니
다.

      
          

      
첫 페이지

 -

 

마지막 전기자전거 연결 시 정보

   -

 

배터리 잔량

 -

 

앱 연결이 끊어진 위치(주소)

 - 앱 연결이 끊어진     
      -

 

전기자전거 상태(최종 에러 확인 시)    

          -

 

주행 거리

 -

 

연결 시간

 -

 

최종 라이딩 시작

    -

 

최종 라이딩 종료

   -

 

배터리 소비량

 

최종 위치 : 최종 활동

최종 위치 : 추적기 요청

최종 위치 : 지도

이 기능은 전기자전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일반  자전거에서  이  화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 자전거

< Back Position and Status

e-bike information

1:01:20

20:16:00

24 Km DISTANCE DONE

CONNECTION TIME

CONNECTION STARTS

25%

21:17:20

BATTERY CONSUMED

CONNECTION ENDS

: OK

68
11/08/2016 - 21:17:20%

Bat Status Last e-bike Switch Off

< Back Position and Status

11/08/2016 - 21:17:20

Information of Last e-bike switch off

Paseo del Salón, Palencia, Spain

14.1 GPS 추적기

< Back Position and Status

11/08/2016 - 21:17:20

Information of Last Track Request

Paseo del Salón, Palencia, Spain

LOCK System Status ( )Inactive

Tracker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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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와 시간



출발지와 목적지 검색창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출발지는 현재 위치를 참고로 하며, 경로 시작점
을 다른 곳으로 지정하려면 수정해야 합니다. 출
발지가 자주 바뀌지 않는다면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경로를 계산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지점에 대한 계산이 끝나면 경로가 표시
됩니다. 

          
 주소로 검색하려면 주소를 한 줄에 적어

야 합니다. 
          

       도로명, 숫자, 도시 등을 입력하고 표
시되는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이 형식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 국내의 세부 주소까
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세부 내용
을 보려면 [Calculate route]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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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바이크모션® 앱에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없는 
오프라인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포함돼 있습니다. 
출발지, 목적지를 선택하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경로를 생성하고, 도로 상황 등에 따른 원하는 경
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 내비게이션 기능은 전
기자전거는 물론 일반 자전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출발지와 
목적지 지정, 경유지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
측 상단의 [+] 버튼을 누르면 숫자 제한 없이 경
유지를 추가할 수 있고, 옆으로 밀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의 목적지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위치(GPS 사용 시, 자동 계산)
- 주소 검색(주소 입력)
- 지도에서 선택

내비게이션 경로

내비게이션 : 최종 경로

내비게이션 : 경로 지정 방법



내비게이션에서는 3가지 경로가 제공됩니다.
- Quietest : 

자전거 주행이 가능하고 교통량이 적은 조용한 
경로

- Fastest : 
교통량을 고려하지 않은, 로드바이크에 적합한 
가장 빠른 길

          
     

내비게이션 기능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Settings '의 'MAPS  AND NAVIGATION '에서 
내비게이션 시험주행을 켜면 됩니다. PLAY 아이
콘을 누르면 경로를 탐색하고 각 지점에서의 방
향 안내를 해 줍니다.(일부 기기나 앱에서는 지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한 내비게이션을 실행하려면 우측 상단의 내
비게이션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지도에 
표시할 수도, 감출 수도 있습니다. 
나침반 표시가 기본 설정이며 숨기
기  위해서는  'Settings '의  'Show 
compass' 옵션을 변경하면 됩니다.

    - Shortest : 
MTB에 적합한,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경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Quietest 경로를 선택합니
다.     우측 상단의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에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십시오.

   
 

 
 

   
  

라이딩을 시작하면 지도와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내비게이션과 방향 안내 기능을 실행합니다. 실
제 내비게이션 기능을 실행하려면 우측 상단의 [
시작] 버튼을 누르십시오.

 

          
         

     
           

앱은 전기자전거와 자동차를 탔을 때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세부 정보를 나타
냅니다. 내비게이션 세부 정보는 2페이지에 걸쳐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1페이지(경로)    
- 출발지와 목적지가 표시된 경로 지도      
-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        

   - 안내를 따랐을 경우 이동 거리
         -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소요 시간

          
 

-

 

2페이지(예측)

  

-

 

배터리 사용량(%),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
기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경우(와트, 
전기자전거 연결 필요)

      
           

      

-

 

안내를 따랐을 경우 이동 거리

        

-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소요 시간D
- 탄소 배출 절감량, 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감소된 이산화탄소 무게(g)
-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아 절약한 비용

          
 
           

  
         

내비게이션 세부 정보 : 2페이지

내비게이션 : 코스 안내

15.1 내비게이션 시험주행

15.2 나침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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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좌측에는

 
축척을

 
나타내는

 
자가

 
표

시됩니다.
 
줌

 
인

 
또는

 
줌

 
아웃을

 
하면

 
두

 

지점의
 
거리

 
예측과

 
지도

 
배율

 
확인을

 
위

해
 
축척

 
역시

 
바뀝니다.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를  끝내려면 좌측 상단 메
뉴 버튼을 누른 뒤 'Stop Navigation '을 선택하
십시오. 경로 안내가 즉시 정지됩니다.

     
         

        
     

사전  경로  설정에  오류가  있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길로 진행했을 경우 현재 위치로부
터 목적지까지의 최적 경로를 다시 탐색해 안내
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자주 가
는 곳으로  저장합니다. 앱에는 자주 가는 곳까지 
경로를 자동 탐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 메

뉴의 'Commom destinations'를 터치한 뒤 표시
된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면  현재  위치를 출발지로,  
선택한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하단의 '
Calculate  route'를 터치하고 원하는 경로를 선
택한 뒤 우측 상단의 'Play' 아이콘을 터치하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내비게이션 : 메뉴 열림
내비게이션 : 자주 가는 곳

15.3 축척

15.4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정지

15.5 경로 자동 재탐색

15.6 자주 가는 곳



앱 다운로드와 설치는 제한 없이 여러 장치에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를 구입하면 구독기간 3개월로 5개의 지도가 
제공된다는 것만은  기억해야  합니다.

앱은 무료이며 여러 장치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하려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에 제공되는 5개
의 지도 외에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일반 자전거, 이바이크모션과 호환되지 않는 전
기자전거, 제공된 무료 지도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에는 새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는 구독 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구독권에는 유효 기간과 다운로드 
가능한 지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구매 가능한 구

독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새 구독권 구입   
- 다운받지 않은 지도 사용을 위한 기간 연장       

16. 지도 시스템
이바이크모션® 앱은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되는 
앱 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내비게이
션 사용, 위치 확인, 주행가능 거리 지도 등을 확
인하기 위해 구글이나 애플 지도를 사용하지 않
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바이크모션 ® 앱 내비게이션은 앱 단독으로 동
작하기 때문에 지도의 보안 성능이 뛰어납니다.

       
        

 

 
스마트폰의 다른 기능들은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지도 : 대륙별 구독

지도 : 구독 옵션

중요 중요

처음 이바이크모션® 앱과 전기자전거를 연결
하면 지도가 없다고 표시됩니다. 지도 사용을 
위해서는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 이바이크모션 ® 앱  메인  메뉴의 
'Download maps'를 터치한 뒤 필요한 지도를 
선택해 다운로드하십시오.

지 도 를  다 운 받 으 려 면  메 인  메 뉴 의  '
Download  maps'를 터치한 다음 'i'자를 눌러
서 다운로드를 원하는 지도가 속한 대륙을 선
택하십시오. 그때 사용 가능한 무료 라이센스
가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 무료 옵션
5개 지도 다운로드 가능, 유효기간 3개월         

      - 구입 옵션
 8개 지도 다운로드 가능, 유효기간 1년

         
    

- 연장 옵션

 
구독 유효기간이 끝났으나 다운받지 않은 지
도가 있을 경우 이 옵션을 보여줍니다. 연장 
옵션을 선택하면 다운받지 않은 지도와 추가 
8개의 지도에 12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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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이크모션® 플랫폼 호환 전기자전거를 구매
했다면 5개의 지도, 유효기간 3개월인 무료 구독
권 하나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바이크모션® 지도 
시스템에서 첫 다운로드 후 3개월 동안 모두 5개
의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지도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  구독권을  모두  사용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인 앱 구매 방식으로 유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 유료  구독권은  8개의  지도 , 12
개월의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에 포함된 5개의 
무료 지도를 모두 사용했거나 새로운 지도가 필
요할 경우 인앱 구매를 통해 구독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유료 구독권 가격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대략 1
년 구독권이 4유로 정도(대한민국의 경우 5,000
원)입니다 . 

       
            

구독권 하나로 8개의 지도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을 수 있는 지도 수량은 용량과 무관합니
다. 해당 지도의 용량이 크든 작든 하나의 지도로 
계산되며 구독 기간 내에 정해진 숫자만큼만 다
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도를  다운받으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며  와이파이를  권장합니다.

       
       

메인 메뉴의 'Download maps'를 처음 열었다면 
구독을 원하는 대륙의 [i]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구독권이  있을  경우  해당  대륙  지도를  구독하며  

 

             
               

           
  다운받을  수  있는  지도의  수와  유효기간  만료일

이 
 

표시됩니다.  
       

      이어서  국가, 지역  또는  도시를  
선택하고  구매  또는  다운로드를  눌러  상세  지도
를 

 
다운받습니다.  

    
           

         
    

이때  지도  미리보기,  용량  등
이 

 
표시되며  애플  또는  구글  스토어에서  인앱  구

매를 
 

진행합니다.  구매를  위해서는  애플  또는  구
글 

 
계정이  필요하며  구매  보증을  위해  지불  과정

은 
 

        
             

          
         

       

이바이크모션®이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로  진
행됩니다.    

     

16.1 무료 구독

16.2 유료 구독

16.3 새 지도를 다운받는 방법

중요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지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독권 구입이나 

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지
도를 다운받거나 업데이트를 원할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지도 : 다운로드 센터

지도 : 대륙 선택  

지도 : 국가 및 지역 선택

지도 :  구독권 상태 안내

지도 : 구매 시작

지도 : 다운로드 시작

1

3

5

2

6

4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도는  메인  메뉴의  '
Download maps'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내비
게이션 실행 중이었다면 지도 삭제 후에도 목적
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비게이션이 작동합니다. 
이전에 다운받은  지도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지도가 설치된 경우 오른쪽에 [i]자
가 표시돼 정보 확인과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역

 
지도를

 
터치하면

 
해당

 
지도

 
파일과

 용량(MB),
 
삭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삭제

 
버

튼을
 
누르면

 
사용자에게

 
삭제

 
여부를

 
묻고

 
확인

되면
 
지도를

 
삭제합니다. (스마트폰 종류와 앱 버

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에는 추가 
비용 없이 5개의 지도를 다운받을 수 있는 라이
센스가 제공됩니다. 

 

앱과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
기자전거가 연결된 상태에서 지도 다운로드를 
시도하면 전기자전거에서 무료 구독권 정보를 
보내 줍니다. 무료 구독권 잠금은 새 이바이크모
션® 호환 전기자전거에서 처음 지도 다운로드를 
시도하면 해제됩니다.

앱에서는 전기자전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합니다.            
    서버에서는 사용자의 라이센스를 적용해 다른 
지도를 다운받거나 다른 스마트폰에 지도를 설
치할 권한을 줍니다.

        
          

          

          
             

           

16.4 지도 삭제 16.5 특별한 구독권(전기자전거)

스마트폰에서  앱을  삭제하면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이는 앱, 구독권, 다운받
은 지도 등이 삭제됨을 의미합니다.

지도 업데이트는 새 지도를 다운받는 것으로 
간주돼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지도 업데이
트를 위해 구독권 중 일부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지도가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지도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구독 연장 또는 신규 구
독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도 다운로드 : 파일 지도 다운로드 : 현재 지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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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지도 삭제

무료 구독권을 모두 사용한 후에는 유료 구독이 
가 능 합 니 다 . 유 료 구 독 권 은 8개 의 지 도 , 
12 개월의 유효기간을 제공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앱에서는 새로운 자전거 검색
을 위해 최근에 연결했던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
기자전거 정보를 삭제합니다. 이 과정은 앱과 전
기자전거에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활동을 종료하면 앱에서는 사용한 파워 등의 전
기자전거 관련 정보를 보관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전거 종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앱에서는 앱
과 연결된 자전거가 전기자전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앱에   스트라바 ® 프로필이  설정돼  있
고 이바이크모션과 호환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탈 경우 스트라바에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일반 
자전거를 탄  것으로  업로드됩니다.

  
           

         
         

        
또한  활동을  업로드할  때  사용한  자전거  종류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도로, 산악, 혼합 중에서 선
택이 가능하며 앱에서는 이 정보를 경로 설정에 
활용합니다. 이 항목은 활동을 마치고 기록을 저
장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대시보드에 스트라바™ 동기화가 돼 있을 
경우 전기자전거로 업로드되려면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를 앱과 연결해서' 타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로 기록됩니다.
스트라바의 정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기록이 업로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기자전거는 블루투스®를 통해 모터 방식, 설정, 
배터리  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는 자전거가 어떤 
종류인지(이바이크모션 호환 또는 일반 자전거)
입니다. 이 정보는 내비게이션과 활동에 영향을 
줍니다.

- 이바이크모션 호환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페어링 된 자전거가 있으면 앱에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일반 자전거
이 옵션을 선택하면 모든 자전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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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설정
앱 설정과 옵션 변경은 설정에서 적용합니다.            

   설정 변경을 하려면 메인 메뉴의 'Settings '를 
선택하십시오. 

     
     'Settings '는 몇 가지 섹션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자전거 설정

활동 : 스트라바™ 통합

17.1 자전거 설정 

새로운 자전거와 페어링

자전거 종류와 활동

스트라바™ 통합 및 설정



 블루투스® BLE 페어링 과정은 iOS와 안드로이드 
앱이 조금 다릅니다.

- iOS 블루투스 ® BLE 심박계 연결   
iOS에서는 심박계 기능 활성화를 선택하면 스마
트폰이 가장 가까운 블루투스® BLE 심박계를 검
색하고 자동으로 페어링합니다.

          
         

           
   
-

 

안드로이드 

 

블루투스® BLE 심박계 연결

   안드로이드는 설정으로 들어가 블루투스® BLE 
심박계를 검색해야 합니다. 앱에서 심박계를 찾
으면 선택하고 페어링을 진행합니다.

            
           

               

심박 기반 자동 도움은 아이웍® 리모트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심박을 바탕으로 이바이크모션® 호
환 전기자전거의 모터 출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
다. 

 
      

최대심박수를 설정해놓으면 
   

          
                    

 

선택한 심박 기
준에 맞춰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의 출
력을   조절합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려면 원하

는 최대  심박을  지정해야  합니다.
메인  메뉴의  'Settings ',  'HEART  RATE 
SETTINGS'의 'Enable auto-assist'를 켜십시오
. 심박계가 앱에 연결돼 있으면 현재 심박에 맞춰 
모터 출력 단계가 바뀝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 돼 있고, 현재 심박수가 사전에 
설정한 최대 심박수를 초과했을 경우 앱 화면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앱 화면에 심박을 나타내 줍니다. 앱에서는 최고, 
평균, 현재 심박을 보여줍니다.

호환  심박계를  착용했을  경우  이바이크모션® 
앱은 호환 전기자전거 모터 출력을 자동으로 조
절할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앱 앱에는 심박
과 관련된 두 가지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건강 설정   

17.2 건강 설정

심박계 페어링

지정 최대심박수 초과 경고

심박수 확인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시중에는  다양한  블루투스 ® 심박계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제조사에서 블루투
스® BLE 표준 프로토콜의 일부를 수정한 자
사 장치 전용입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은 수
정되지 않은 표준 블루투스® BLE 심박계와 
호환됩니다.

심박계 사용의 장점
- 동기부여
- 훈련 프로그램의 객관화
- 초보자의 몸 상태 파악
- 무산소 영역의 오버트레이닝 방지
- 효과적인 에너지 사용 분배          

      
        

 
         

      

심박 기반 자동 도움

심박계(가슴 벨트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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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막대는 심박 변화에 따른 모터 출력 단계 변
화의 민감도를 조절하게 해 줍니다. 감도 숫자가 
낮으면 느리게, 높으면 빠르게 변화합니다.

       
   

 
-운동 결과 분석 및 개인화된 훈

련 프로그램 설계
         

  
- 오버트레이닝 발견(안정 심박수가 며

칠 동안 평소보다 10% 가량 높을 때)
       

       



북쪽을 확인하기 위한 나침반 역시 켜고 끄기가 
가능합니다 . 기본 설정은 켜짐이지만 'Settings'
의 'MAPS  AND  NAVIGATION '에서  'Show 
compass '를 비활성화하면 지도에서 나침반이 
사라집니다.

        
          

    

- 나이트
지도 보기에서 밝기를 줄이는 색상 조합입니다.
배경은 검정으로, 도로는 컬러로 보이며 실내 사
용 시 권장합니다.

- 데이
밝게 보이는 색상 조합입니다. 배경은 흰색, 도로
는 검정으로 표시됩니다.

- 아웃도어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최적의 색상 조합입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에서는  지도  색상이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3
가지 컬러 조합을 제공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제일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아웃도어와 나이트 
스타일 맵을 해당 지역의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 
바꿔 보여줍니다. 

          
        

        앱 시간은 스마트폰 GPS 위치
와 GMT 기준을 따릅니다.

    
         

     

지도가 화면에 표시될 때 어떤 방향을 가리킬지 
결정합니다. 여기에는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없음
GPS 신호, 센서, 사용자 위치 등 어떤 정보가 바
뀌어도 지도는 처음 방향을 유지합니다.

음성 안내의 기본 설정은 켜짐이지만 , 필요에 
따 라  끌  수 도  있 습 니 다 .  'Settings '의  '
MAPS  AND  NAVIGATION '에서  'Voice 
navigation advices'를 비활성화 하면 음성 안내
가 꺼집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 관련 수정 가능한 기능 몇 가
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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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와 내비게이션 설정

17.3 지도와 내비게이션 설정

나침반 보기

지도 스타일

 방지도 향 설정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지도 스타일 : 데이

지도 스타일 : 나이트

지도 스타일 설정

지도 스타일 : 아웃도어



이 부분은 앱 동작 방식을 수정하는 옵션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합니다.

- 화면 방향
- 음성 안내   
- 자동 일시정지  
- 알림 설정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고 싶으면 
'Settings '의 'MAPS  AND NAVIGATION '에서 
모의주행을 켜십시오.

앱 화면은 한 방향으로 고정할 수도, 화면 방향에 
따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세로, 자동 모
드가 있으며 자동 모드에서는 스마트폰 센서를 
기준으로 화면 방향에 맞게 회전합니다.

음성 안내 기능을 활성화하면 설정한 거리를 지
날 때마다 현재 라이딩 상태를 소리로 알려줍니
다.

- 최근 사용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방향을 저장합니다.

- 진행방향으로 회전(초기 설정)
제일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동하면 진행 방향
에 맞춰서 지도가 회전합니다.

- 지도 회전
지도가 항상 북쪽을 가리키도록 회전합니다.

지도 방향 설정

앱 동작 설정

내비게이션 모의주행

화면 방향

음성 안내

17.4 앱 동작

Page 46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경로를 탐색하고 각 지점에서
의 방향 안내를 해 줍니다.(일부 기기나 앱에서는 
지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1. 화면, 화면 알림에 일부 설명돼 있
습니다.

변경 가능한 알림을 수정하려면 'Settings '로 
들어가 

 
'BEHAVIOR ' 아래의  'Alert settings'를 

터치하십시오.
 

           
          
      설정할 수 있는 알림 목록이 나옵니

다.
   

      

하나의 알림을 활성화하면 시간, 거리 등 변경 가
능한 항목이 추가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거리 
알림을 켜면 몇 km 단위로 알려줄 것인지 등입
니다.

            
           

      

- 최대심박 알림  

심박이 사전 설정 값에 도달하면 알려줍니다.           
 

-
 
수분 섭취 알림

  20분,  40분,  60분   등   사전에   설정한   시간   간격
에  맞춰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식품 섭취 알림

  20분, 40분, 60분 등 사전에 설정한 시간 간격에 
맞춰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모터 토크 알림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바탕으로 모터 
토크를 계산해 보여줍니다.

- 이동  거리 알림
사용자가 지정한 거리에 따라(5km로 설정했을 
경우 5km, 10km, 15km...) 해당 거리에 도달했 
을 때 알림을 나타냅니다.

- 복귀 지점 알림   
배터리 잔량이 출발할 때의 55%가 되면 알림을 
나타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라이딩 도중 정지했을 때 
기록도 함께 정지됩니다 . 일반 자전거의 경우 
GPS로, 전기자전거는 속도 센서로 움직임을 감
지하면 즉시 기록을 재시작합니다. 자동 일시정
지가 실행되면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나고, 기록 
중임을 알리는 빨간 동그라미가 일시정지 표시로 
바뀝니다.

Page 47

자동 일시정지 기능 활성화 상태

변경 가능한 알림

변경 가능한 알림

알림 설정

자동 일시정지



리모트 컨트롤, 앱, 페어링 과정 등에 대한 그립
과 짤막한 설명.

온라인 매뉴얼로 직접 연결. 자전거 제조사에서
는 각각의 매뉴얼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발에 사용된 라이브러리 및 구성요소

앱 설치 중 승인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
서에 징접 접근합니다.

이 부분에는 매뉴얼로 연결되는 링크(인터넷 연
결 필요), 주요 기능에 대한 튜토리얼 등이 있습
니다.

도움과 지원

17.5 도움과 지원

튜토리얼

도움

인증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링크

기억하십시오

이 매뉴얼 25장에서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서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
은 이바이크모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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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뮤직 같은 자체 음악 어플로 음악을 재생 
중이면 이바이크모션®앱은 보조요소 화면에 자
동으로 현재 재생 중인 음악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바이크모션® 앱 보조요소 화면에 음악 정보가 
표시됐을 경우 일부 기능은 아이웍® 리모트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D]버튼을 길게 누르면 음악 재생 중일 때
는 일시정지, 일시정지 중일 때는 재생을 실행합
니다.

- [E]버튼을 길게 누르면 현재 재생 목록의 
다음 곡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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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음악
스마트폰을 이용해 라이딩 중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에는 현재 재생 중인 
음악의 정보를 표시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음악
을  듣는  것은  각  나라의  규정과 법령을  따라  주
십시오(헤드폰, 한  쪽   이어폰,   스피커   등).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의 음악 재생 어
플을 열고 감상하고자 하는 곡, 앨범, 재생 목록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후 이바이크모션

    

® 앱을 실행하십시오. 

   

앱은 
음악 재생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곡명, 아티스트, 
시간, 앨범 등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보조 
음악 화면을  활성화합니다.

    
          

         
    이바이크모션

     

® 호환 리모트가 있으면 리모트를 
활용한  음악  조작도  가능합니다 . 이  기능에 
대해서는 리모트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음악

E

D

음악 재생 중에는 음악 화면이 나타납니다.

재생/일시정지 D

다음 곡 재생 E

아이웍® 스탠다드 : 앱 조작 버튼



이바이크모션®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에만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로그인 했을 경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표시
되고, 앱 프로필 사진을 바꾸려면 페이스북® 프
로필 사진을 변경해야 합니다.

여러 사용자 계정이 있거나 새 사용자를 소개하
려는 경우 앱에서 로그아웃하고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아웃을 해야 합니다. 메인 메
뉴의 프로필로 들어가서 'Logout'을 터치하십시
오. 로그아웃 후에는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앱을 사용하려면 인증된 
계정이 필요할 뿐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반복해
도 구독권은 유지되며 설치된 지도는 앱에 남습
니다. 이 방법을 통해 남는 구독권을 친구와 공
유할 수 있습니다.

19. 사용자 프로필
시용자 프로필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소비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공개 활동에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
니다. 

        
         
          

       프로필을 수정하려면 메인 메뉴 상단의 사
진이나 이름을  터치하십시오.

   
            

  
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진
-

 

이름

 
-

 

성

 
-

 

성별
-

 

생년월일

 
-

 

체중
-

 

신장

업데이트한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되므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프로필 설정

프로필 : 로그아웃 상태에서의 로그인 화면

19.1 사용자 사진

19.2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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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을  시작하려면  메인  메뉴의  'Start 
activity '를  터치하십시오 . 'Start  activity '는 
터치와 동시에 'Stop activity'로 바뀝니다. 일시
정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설정의 자동 일시정지
를  활성화해야  하며 ,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일시정지  상태로  바뀝니다. 활동 
기록을 시작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
다.

 
        

  

- 메인 메뉴의 'Start activity' 터치        
- 이바이크모션 위젯의 'START' 터치       

Page 51

20. 활동 기록
라이딩을  시작하면  전기자전거  시스템은  움
직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반면 

활동 데이터는 메인 메뉴의 'Start  activity '를 
눌러야만 기록됩니다. 

    
           

         
 

기록 중에 전기자전거 스
위치를  끄거나  메인  메뉴의  정지  옵션을  선
택하면 라이딩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 

          
            

  

이 
기능은  호환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기록에 날씨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앱에서는 습도, 온도, 풍속 등의 날씨 정보를 저
장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쌓이면 매일의 데이터

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이딩을 마쳤을 때 기록을 저장하면 활동 기록
을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웹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도 활동 기
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웹 대시보드의 

자세한 정보는 이바이크모션 홈페이지 다운로드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록 : 메인 화면

메인 메뉴에서 활동 기록 시작

위젯에서 활동 기록 시작

20.1 활동 시작과 일시정지

- 이바이크모션 스마트워치 앱의 'PLAY' 버튼 
터치

일반 자전거를 사용할 경우 전기자전거 전원을 
켜기 전에 기록을 시작할지 여부를 앱에서 확인
합니다. 

            
           

 전기자전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같
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록을 할지 취소할지 다

시 한 번 확인합니다.
         



활동 기록을 시작했다가 정지하면 기록을 폐기
할지 저장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기록 중에 전기자전거 전원이 꺼지면 앱에서는 
기록을 종료하고 저장할지, 계속 기록할지(블루
투스 연결이 끊기거나 배터리 전원을 모두 사용
했을 경우)를  묻습니다.

기록을 저장할 수 있는 시점은 한정돼 있습니다. 
'Stop activity '를 누르면 시스템은 데이터 저장
을 위해 운동 요약을 보여줍니다. 

             
         

  그때 자전거 
종류, 활동 제목, 상세 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습
니다.

          
          

        
   

추후 검색을 위해 이 정보는 최대한 자세하게 입
력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
러서 기록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휴지통 버튼을 
눌러 기록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메뉴의 공개범위 설정입니다.

- Private 활동 기록을 본인만 볼 수 있습니다.

- Friends 활동 기록이 페이스북® 친구에게 
공개됩니다.

- Public 활동 기록이 이바이크모션 시스템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됩니다.

공개범위와는 별도로 활동 공유를 위한 링크는 
누구에게든 보낼 수 있습니다. 'Private '으로 설
정된 활동을 페이스북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
다. 활동을 입력하면 우측 상단에 화살표 표시가 
나타납니다. 화살표를 터치하면 시스템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이메일, 페이스북 등)
을 보여줍니다. 아이콘을 선턱하고 전송하면 해
당 활동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전달됩니다.

스마트워치에서 활동 종료 버튼을 누르면 아침, 
오후 , 야간  등  기본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  웹  대시보드로  들어가면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에서 활동 기록 시작

스마트워치에서 활동 종료

20.2 활동종료   및 저장

20.3 활동 공개범위

20.4 활동 기록 공유

중요

이바이크모션 앱에는 스트라바® 자동 연동 기
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끝 부분
의 스트라바® 통합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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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시 보이는 운동 요약



스마트폰에 기록을 저장할 수도, 저장된 기록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활동 기록 목록에서 원하는 
활동을 찾은 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밀
면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등장합니다.

- 삭제 버튼이 나오면 스마트폰에 기록이 저
장돼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의 삭제는 기록 
삭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지우는 것을 의미
합니다.(다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이 클라우드에만 저장돼 있을 경우 클라
우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클라우드와 스마트
폰 모두에 저장돼 있으면 스마트폰 아이콘이 나
타납니다.

            
          
            
    

메인 메뉴의 'Activities '를 터치하면 기록했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활동이 위에 
표시되며,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활동을 
터치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방식(일방 또는 복귀)     
원형 화살표는 출발지점으로 다시 복귀한 활동
을 의미합니다. 활동 시작지점과 종료 지점의 거
리가 500미터 미만이면 복귀한 활동으로 간주되
며, 

            
         
       
복귀한 활동은 원형, 아닐 경우 직선 화살표

로 표시됩니다.

  
         

- 
 
기록 저장위치(클라우드 또는 스마트폰)

       

클라우드에만 저장된 활동 옆에는 구름 모양이, 
클라우드와  스마트폰  양쪽에  저장된  경우  화살
표가 표시됩니다. 화살표가 표시된 경우 스마트
폰과 클라우드 양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활동 기록을 선택해 들어가면 날짜, 시간, 
기간, 자전거 종류, 난이도 등 관련된 정보 모두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에는 손가락을 활용하며, 날씨, 업힐과 
다운힐, 일기예보, 속도, 심박 등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아래와 같은 블록으로 묶여 
표시됩니다.

            
        

         
   

- 요약
사용한 에너지, 와트, 거리, 라이딩 시간, 칼로리, 
평균속도, 난이도 등의 핵심 정보 요약.

      
      

-
 
상세

고도, 속도, 날씨, 건강과 관련된 계산된 정보와 
활동 설명 등을 3개 페이지에 걸쳐 보여줍니다.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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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 편집 모드

20.6 활동 기록 관리20.5 활동 목록

20.7 활동 상세

중요

활동을 끝내고 저장하면 서버에서는 고도, 경
사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합니다 . 

          
           

           
수

정된  정보는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다운로
드되며,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활동 
기록을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공유



- 지도
지도 위에 시작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선을 그
려 보여줍니다.

- 표
고도, 속도, 심박, 모터 출력 정보(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활용 시)를 그래프로 보여줍니
다.

           
         

        

- 스트라바®

       스트라바®에서 출발지와 도착지, 고도 등의 활동 
정보를 보여줍니다.

활동 페이지 : 지도

표 : 고도

표 : 속도

활동 요약

표 : 심박

활동 상세 : 고도, 속도

표 : 모터 출력 단계와 실제 출력활동 상세 : 활동 설명 등

활동 상세 : 날씨,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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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을  선택해  들어가면  배경에  그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브
랜드에서 정한 것과, 자전거 종류(지형),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전거 종류와 난이도는 라이딩 종료 시 사용자
가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 

           
         기준을  정확하고 

균등하게 유지해야 차후 복구를 위해 과거 기록
을 검색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종류는 3가지로 나뉩니다.

     

-

 

산악(전기자전거 포함)

   

-

 

도로
-

 

혼합

난이도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

 

쉬움
-

 

중간
-

 

어려움

이 외에도 기록을 저장할 때 입력할 요소들이 있
습니다.

         
      

-

 

공개범위(공개, 나만 보기, 친구 보기)

    
-

 

지형(좋은 로드, 거친 로드, 좋은 트랙, 거친 
트랙, 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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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난이도

활동을 나타내는 그림 중 일부는 난이도
를 표시하기 위해 컬러 코드(쉬움 : 녹색, 
중간 : 노란색, 어려움 : 빨간색)를 사용
합니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
십시오. 첫 번째 통합 작업에서 이바이크
모션은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록을 저
장할 때 이바이크모션 앱에서는 그에 맞
게 그림을 수정합니다.

난이도 쉬움 
: 녹색 난이도 중간 

: 노란색 난이도 어려움 
: 빨간색

중요

배경 예시 : 혼함/쉬움

웹 앱 : 산악/어려움

활동 기록 : 요약



검색 결과를 확인하려면 우측 상단의 돋보기 아
이콘을 터치하십시오.
검색 후에는 뒤 버튼을 눌러 필터 선택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했던 값은 새로운 
설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초기화됩니다.

이바이크모션® 서버에서 활동 기록을 다운로드
하려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연
결되는 즉시 스마트폰에서도 활동 기록을 확인
할 수 있고, 확인한 기록은 오프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21. 검색 엔진
메인 메뉴에 있는 검색 엔진은 라이딩 종료 시 
입력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하게 돼 있습니
다. 이 데이터는 다른 사용자를 위한 데이터베이
스 생성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베이스에는 스마트폰이나 웹 대시보드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은 스마트폰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므
로 서버의 정보를 매우 빠르게 확인, 전달합니다. 
평소 정확하고 균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면 검색 
엔진 기능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
니다.

         
       

          
        

    

검색 엔진을 사용하려면 검색을 원하는 내용을 
각각의 필터에 적용해야 합니다 . 비교 결과는 
입력했던 변수와 관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날짜는 시작일과 종료일, 둘 모두로 
설정할 수 있고 거리 역시 최소, 최대,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검색 엔진

다운받은 활동 기록은 메인 메뉴의 '다운받은 활
동'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아이콘
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 기록들은 오프라인으로
도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에서 삭
제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삭제해도 데
이터는 서버에 남아 있어 다시 다운받을 수 있습
니다.

다운받은 활동 기록을 지우려면 목록 중 지우려
는 기록을 화면 상 오른쪽에서 왼쪽 끝까지 밀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삭제를 위한 버튼이 나
타납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다운받은 활동 기록이 삭제됩
니다.

          

중요

활동 기록은 항상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며 
필요할 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

록 삭제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좋
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기록을 지워도 
클라우드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활동 목록, 편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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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웹 대시보드
웹 대시보드는 이바이크모션® 사용자가 웹 브라
우저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이
트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듯 웹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웹  대시보드는  응답성이  뛰어나
며,  활동  기록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이  포함된 
일부 정보는 오직 웹 대시보드에서만 제공됩니
다. 

         
          

    
사용하는 기기에 상관없이 웹 대시보드 사용

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웹 대시보드는 

       

이바이크모션® 앱이 모든 데이터
와  정 보 를  공 유 하 기  위 해  사 용 하 는 
시스템입니다.   

       
 활동 기록을 공유하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웹 대시보드에 표시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  이름 , 비밀번호 , 사용자  정보는  이
바이크모션         

      
® 스마트폰 앱과 동일합니다. 이바이

크모션 앱에 페이스북    
     

®으로 로그인 했으면, 웹 
대시보드에도 같은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바이크모션® 웹 대시보드 사용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웹 앱을 선택하십시오.      

 

아래의 링크나, 전
기자전거 브랜드에서 제공한, 향상된 경험을 위
한 별도 링크로 접속하십시오.

           
           
      

 일반적인 웹 대시
보드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 화면의 사용자 계정 입력과 비밀번호 복
구 등은 앱과 동일하며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
송합니다. 수신한 이메일 링크를 통해 계정을 활
성화한 뒤  웹  앱을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웹 대시보드의 몇 가지 기본 기능과, 가장 
중요한 기능인 활동 기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https://www.ebikemotion.com/app

https://www.ebikemotion.com/app/?brand_prefix=CM

http://comet.ebikemotion.com

오베아에 맞게 수정된 웹 대시보드 로그인 화면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중 일부 브랜드에
는 자체 웹 대시보드와 접속 URL이 존재합니다. 
이 웹 대시보드에는 해당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고유의 그래픽과 커스텀 요소가 있으며, 앱에서
도 같이  제공됩니다.

         
           
           
          

    

특정 브랜드의 웹 대시보드에 접근하려면 특별한 
URL이 있어야 합니다. 이 URL은 최초 1회만 사
용하면 됩니다.

          
             

    

브랜드 웹 대시보드 접근에는 단순한 것과 직접 
연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빠른 링크를 활용하는 단순한 방법(예 : 네오와이
즈)         

http://comet.ebikemotion.com

시스템 상의 브랜드 ID를 이용하는 방법(예 : 네
오와이즈)

            

https://www.ebikemotion.com/app/?brand_
prefix=cm

전기자전거 정보에서 커스텀 웹과 앱을 사용하기 
위한 브랜드 ID나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대시보드 커스텀 상태를 초기화하려면 다음 
URL을 사용하십시오. 

          
  http://app.ebikemotion.com

22.1 웹 대시보드와 해당 브랜드 

 메인 화면

중요

브랜드에서 변경한 내용은 스마트폰 캐시메모
리를  새로고침  해야  적용됩니다.  

          
         

    
브랜드에서 

서버에 프리미엄 팩 사진을 업로드하면, 몇 분 
뒤 안드로이드와 iOS 캐시 메모리가 업데이트
됩니다.

     
         
        

오베아에 맞게 수정된 웹 대시보드



메인 메뉴에는 활성화된 모든 옵션 링크가 표시
됩니다. 프로모션, 온라인 숍 액세서리 등 옵션 
업데이트도 여기에 나타납니다. 메인 메뉴 요소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 프로필(상단에 사진 포함)
- 기본 프로필 옵션 변경 가능
- 보조 요소(언어 선택, 로그아웃)

- 대시보드

- 활동 기록

- 이벤트 캘린더

사용자 프로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칼로리 소비량 계산이나 공유한 활동에 
사진을 보여주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
다. 입력된 정보를 수정하려면 메인 메뉴 상단의 
이름이나 사진을  클릭하십시오.

수정 방법은 시스템에서 알려줍니다.            
            

 

이바이크모
션® 사용자 시스템으로 로그인했으면 사진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했으면 
이바이크모션

 
 ® 앱은 페이스북     ® 프로필 사진을 사

용하므로 사진 변경을 위해서는 페이스북
  

         ® 프로
필 사진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프로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진
- 이름 
- 성  
- 성별
- 생년월일 
- 체중
- 신장

이 부분은 앱과 동일하며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 웹 대시보드에서 변경한 내용은 자동으로 앱에
도 반영됩니다.

           
         

            
 

22.4 사용자 프로필

22.3 대시보드 메인 메뉴

중요

브랜드에서 변경한 내용은 스마트폰 캐시메모 
리를 새로고침 해야 적용됩니다. 브랜드에서 서
버에 프리미엄 팩 사진을 업로드하면, 몇 분 뒤 
안드로이드와 iOS 캐시 메모리가 업데이트 됩
니다. 

          
         

         
         
        

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브랜드에서는 고
유의 색상과 느낌을 적용한 웹 대시보드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팩 시스템과 호환되는 
전기자전거 발견 시 앱에서는 배경, 폰트, 도움말 
링크 등의 그림과 정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합니
다. 

     
        

      

         
 

이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수행됩니다.

      
프리미엄 팩 커스텀 적용 시기와 방법

         
  

1.

 

사용자가 전기자전거와 앱 연결

       
2.

 

앱에서 전기자전거 VIN(시리얼 넘버) 요청

          
  

3.

 

앱에서 VIN 획득(브랜드 머릿글자 포함, 예 
: CM)

          
    

4.

 

앱에서 프리미엄 팩 획득을 위해 서버로 브
랜드 머릿글자 전송

           
    

5. 

 

앱에 프리미엄 팩 적용됨(앱 VIN 변경 전까
지 유지)

            
 

22.2 앱 커스터마이징

브랜드 커스텀이 적용된 앱

커스텀 적용된 웹 대시보드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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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이크모션 호환 전기자전거 브랜드에는 전기
자전거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웹 대시
보드가  있습니다 .  

         
        

          
 

소유자가 지정되지 않은 전기
자전거의 경우 프리미엄 팩 설치 후 추가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전기자전거 소유자 지정 과정

         
  

1.

 

사용자가 전기자전거와 앱 연결

       

2.

 

앱에서 전기자전거 VIN(시리얼 넘버) 요청

          
  

3.

 

앱에서 VIN 획득

      

4. 

 

활동 기록이 저장될 때까지 시스템 대기

        

5.

 

활동 기록이 저장된 뒤 아래와 같은 과정이 
진행됩니다.

   

a.

 

앱에서 서버로 정보 전송(VIN/사용자/스
마트폰 브랜드 등)

          
   

         
 

c.

 

소유자가 없을 경우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 소유자 지정과 전기자전거 보호 서
비스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22.5 전기자전거 소유자

앱 커스텀

중요

이바이크모션에서는 전기자전거 소유자를 확
인하기  위해  웹  대시보드에  특별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제공되는 모
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를 
판매하기  전에  기존의  소유자를  삭제할  필
요가 있습니다.

웹 대시보드, 사용자 프로필

전기자전거와
앱 연결

전기자전거와
앱 연결

커스텀
적용됨

이메일 링크로
소유자 지정

커스텀 팩
복구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없는 경우
초대장 발송

전기자전거 
VIN 넘버 획득

전기자전거
VIN 넘버 획득

서버에 커스텀
패키지 요청

사용자 활동 
기록 저장

1
5

5

4

4

2

2

3

3

앱 커스텀 과정

전기자전거 소유자 지정 과정

1

Owner
of eBike

b. 서버에서 VIN 싱글(소유자 없음)여부 확
인



23. 모터 맵 
모터 맵은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기자전거 모
터의 동작 방식을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X35 시
스템이 적용된 전기자전거가 브랜드마다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앱에는 모터 출력과 관계된 3가지 조절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

 

최고 출력

  -

 

단계별 최고 출력

     -

 

모터 맵 전체 수정

    -

 

사용자 커스텀 맵

    
각각의 기능에는 읽기 모드와 쓰기 모드가 있습
니다. 읽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내용 확인만이 가
능하고  쓰기  모드로  설정됐을  때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 가능성은 제조사에서 
결정하므로 모든 전기자전거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자전거 제조
사의 매뉴얼이나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시스템 최고 출력을 퍼센트 단위로 설정하는 기
능입니다. 시스템 출력이 250W일 경우 보통은 
36V x 7A(252W)입니다. 이때 출력을 50%로 
설정하면 각각의 단계에서 50% 출력을 냅니다. 
36V x 7A인 시스템에서 50%로 설정하면 36
V x 3.5A = 126W만 발휘합니다.

모터 컨트롤러가 이 기능을 지원할 경우 옵션에
서 최대 출력을 지정할 수 있는 막대가 표시됩니
다.

앞의 최고 출력 조절과 비슷하게 각 단계별 최고 
출력을 퍼센트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3개의 단계를 지원한다면 3개의 수직 
막대가 표시됩니다. 조절을 원하는 단계의 막대
를 터치한 뒤 화면 아래의 조절 막대를 움직여 
퍼센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려면 상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저장을 누르지 않고 나가면 바꾼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정 적용 여부는 확
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캔 버스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는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므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3.1 최고 출력  조절

23.2 단계별 최대출력 조절

중요

이 기능은 
    

이바이크모션® 모터 컨트롤러가 있
는 전기자전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 조절
단계별 최대출력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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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터 맵은 하나의 활동에 맞춘 특별한 맵입니
다. 사용자가 수정, 저장해 다시 불러오거나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맵이 적
용되는 전기자전거에서는 리모트를 사용해 추가
적인 출력  단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바이크모션® 플랫폼에서는 커스텀 맵에 
자동 커스텀 맵이라는 특별한 기능이 제공됩니
다. 사용자가 주행하는 길과 전기자전거 이용 방
식을 고려해 자동으로 모터 맵을 계산하는 방식
입니다. 

     
         

         
서버에서는 사용자에 맞는 최적의 곡선

을 산출해 앱으로 전송하고 자전거에 적용합니
다. 이 기능은 인앱 구매 방식으로 유료입니다.

   
           
         

     

이 기능은 시행 보류 중입니다. 추후 업데이트에
서 이 내용을 적용, 설명할 예정입니다.

23.4 사용자 커스텀 맵

23.5 자동 모터 맵

커스텀 맵 : 포인트 수정

  
전기자전거에서 이 기능을 제공할 경우 앱에서는 
각 단계별 출력과 일부 통합 기능 변경이 가능한 
모터 맵이 보입니다.

모터 맵 시스템은 참고 목적으로 5, 10, 15, 20, 
25km/h 지점에 점이 있고 각 지점의 모터 출력
을 0부터 100%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포
인트의 점을 이은 선을 모터 맵 곡선이라고 부릅
니다.

이 기능에 들어가면 화면 상단에 몇 개의 모터 맵
이 있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래픽으로 나타

납니다.  
        

      수정이 가능한 경우 속도 기준 지점을 터
치하면 하단에 수정을 위한 막대가 나타납니다
.

      
            

            막대를 움직여 숫자를 조정하십시오. 단, 앱에
서 입력하는 값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km/h에서 최대 출력을 내는 것 등입
니다. 맵 수정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23.3 모터 맵 전체 수정             

모터 맵 표시 예 1

모터 맵 표시 예 2

모터 맵 표시 예 3



24. 확장 기능

위젯은 이바이크모션 앱을 재미있고 빠르게 사
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iOS는   버전   10부터, 안드
로이드는 조금 이전 버전부터 

  
위젯을   지원합      니

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마트폰의  특정  페이지에
서

 
 앱의  주요  기능  일부를  직접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위젯은   메인   앱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에서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위젯

 설정
 
메뉴를

 
여십시오.(아이폰은

 
앱

 
화면

 
좌측에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

 
위젯

 
목록에

 
이바

이크모션을
 
추가하십시오.

         
         

          
            

        

     

이바이크모션®
 
위젯을

 
활성화하면

 
아래의

 
정보

가
 
위젯

 
화면에

 
나타납니다.    

             
  - 다음

 
활동

 
예측

   

- 마지막
 
활동

 
기록

  다음
 
활동

 
예측은

 
시스템에

 
저장된

 
최근의

 
활동

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바이크모션에서는
 
최종

 상태를
 
바탕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

 
현재

 
배터리

 잔량으로
 
주행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위젯에서

 
앱으로

 
신호를

 
보

내고
 
새로운

 
활동

 
기록이

 
시작됩니다.

 
앱을

 
열고

 메인
 
메뉴의

 
시작을

 
누르는

 
과정을

 
버튼

 
하나로

 줄인,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한 마지막 활동 기록 버튼을 누르면 앱으로 이
동해 최종 위치화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GPS 추적기가 있을 경우 자전거가 어디 있
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위젯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측과 시작 버튼이 표시되며, 위젯을 

확장하면 다른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시리는 애플 iOS, 워치OS, 맥OS 등에 탑재된 프
로그램으로 지능형 개인 비서나 지식 탐색기로 
활용됩니다. 이 기능은 음성 명령을 인식하고 질
문에 답하거나 권장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언어나 검색 기록(선호도)
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개인에게 맞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바이크모션에서도 시리와 호환되는 기능을 탑
재했으나 억양과 성별 등에 따라 시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 명령어를 몇 가지로 제한했
습니다.

         
          

           
        

실제 지원되는 시리 명령어는 시작, 일시정지, 종
료에 해당되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어 :
start / pause / stop a workout with Ebikemotion

- 스페인어 :
“Comienza un entrenamiento usando Ebikemotion”

24.2 iOS, 시리, 음성 조작

24.1 이바이크모션® 앱 위젯   

중요

일반 자전거에서도 위젯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와 관련된 일부 정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이폰 이바이크모션 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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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 앱을 더 빠르고 재미있
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는  버전  10부터  안드로
이드는 조금 이전 버전부터 스마트워치를 지원합   
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스마트워치의 특정 페이

지에서 앱의 주요 기능 일부를 직접  조작할  수  있습
니다.  메인  앱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치 후에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시작, 종료, 일
시정지, 재시작 기능과 음성 명령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워치에서  바로  활동  기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나 애플 워치에서 이바이크모션           
   ® 앱을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습

니다.
      

 

- 속도
- 모터 출력 단계  
- 주행한 거리 
- 활동한 시간   
- 주행가능 거리와 배터리 잔량   
- 최종 위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면 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로 앱을 열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스마트워치 종류에 따라 설치 과정은 약간의 차
이가 있으며 다음 장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스마트워치 앱은 매우 단순하며, 메인 요소는 아
래와 같습니다.

           W.1

 

주요 데이터

 

W.2 기록 상태

  

W.3 정보 타입

  

W.4 보조 데이터

 

스마트워치 앱을 열면 3개의 주요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 시작/정지
활동 기록 중이 아닐 경우 화면의 플레이 버

튼으로 활동 기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활동 기록 중일 경우 정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활동은 기본 이름으로 저장되며 웹 대시보드를 
이용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활동 기록 대신 전기자전거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모니터로 이동하십시오. 모니터를 선택하
면 3개의 화면에 걸쳐 아래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

           
            

   

-
 
전기자전거 파워 데이터

  

-
 
현재 속도(숫자)

   

- 현재 배터리 잔량(색으로 구분된 
원형)

        

-
 
전기자전거 주행가능 거리

      

-
 
예상 주행가능 시간

  

-
 
예상 주행가능 거리

  
        

        

-
 
전기자전거 주행 데이터

  

-
 
주행한 시간

    

-
 
주행한 거리

    

-
 
최종 위치 정보(전기자전거만)

     

전기자전거 전원이 종료된 최종 위치를 나
타낸 지도 표시

          
   

24.3 스마트워치 연동

스마트워치에서의 이바이크모션 앱

W3

W2 W4

W1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조작

- 주행한 거리와 주행 가능한 거리(
색으로 구분된 원형)



애플워치 설정 시 모든 앱을 지금 설치할지 나중
에 설치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앱 지금 설치
를 선택하면 이바이크모션®을 포함해 아이폰 앱 
중 애플 워치와 호환되는 모든 앱이 동기화합니
다. 이후 업데이트와 앱에서 구매한 항목들은 자
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자동 동기화를 원하지 않
을 경우 아래의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1. 아이폰에서 애플 워치 앱을 열고 내 워치 
탭을 터치합니다.

           
    

        

나중에 설치를 선택하면 애플 워치와 아이폰 앱
의 자동 동기화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애플 워치
와 호환되는 앱 동기화를 실행하려면 아래의 과
정을 수행하십시오.

            
        

           

3. 아이폰에서 애플 워치 앱을 열고 내 워치 
탭을 선택합니다.

           
    

5. 

            

애플 워치에서 앱 보이기를 켭니다.
       

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 애플 워치 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
면 애플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이바이크모션® 앱에서 기록된 활동 정보는 애플 
헬스와 호환되며 애플 활동 앱에서 운동 기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주행 데이터

파워와 속도

활동 기록 시작

정지와 기록 저장

최종 위치 메뉴

예측 주행가능 거리

모니터 보기

최종 위치 지도

애플워치에 앱 설치

애플 워치 : 아이폰에서 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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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을 터치한 뒤 자동 앱 설치를 끕니다.

4. 스크롤을 내려 동기화를 원하는 앱을 찾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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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워치에서 앱을 삭제하려면 아래의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1. 아이폰에서 애플 워치 앱을 열고 내 워치 
탭을 터치합니다.

3. 애플 워치에서 앱 보이기를 끕니다.

1.0.1 이상 버전의 이바이크모션®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워치에서도 이바이크모션 ®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사용자를 위한 이바이크
모션® 앱 스마트워치 설치 방법을 아래에 설명했
습니다.

           
          
          

    

a. 자동 다운로드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모든 

스마트폰 앱을 스마트워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별도의 설정이나 구성 없이도 모든 알림이 
스마트워치에  표시됩니다.

          
         
          

        
 

b. 수동 다운로드

  웨어 OS 바이 구글 앱에서 이바이크모션 
앱을 찾아 설치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합니다.

        
         

 
2. 이제 스마트워치에서도 이바이크모션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웨어 OS 바이 구글(구 안드로이드 웨어)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연결돼 있으면 스마트워치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워치 호환 앱을 한 번에 모두 또는 하나씩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플 워치에서 앱 삭제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에 앱 설치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설정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설정

안드로이드 스마트워치 앱 선택

2. 스크롤을 내려 제거할 앱을 터치합니다.



스트라바™는 GPS를 기반으로 활동을 기록하는 
모바일 앱/웹 서비스입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며, 사이클링과 러닝에 가
장 많이 쓰입니다. 2015년 3월 당시 사용자는 
100만 명으로 추정됐으며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간 기록과 순위, 남녀 1위를 표시하기 때문에 
스트라바™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구간
의 현재 1위에게는 존경을 담아 남성을 KOM(
King of the Mountain), 여성을 QOM(Queen of 
the Mountain )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활동에 댓
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

로 활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를 원하면 '
나만  보기 '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지도 

배율에 따라 유명 구간이 찾기 쉽게 표시되기
도 합니다.

   
         

  

    
스트라바™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가 함께 
사용하며, 고객님이 스트라바

 
™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스트라바™와 이바이크모션® 플랫폼 간에 호환
되는 투명한  연결망을  구축했습니다.

    
          
           

      
  

아래는 

        

스트라바™와 관련된 

 
 

이바이크모션® 앱의 
주요 기능입니다.

      

- 스트라바™ 사용자는 이바이크모션® 웹 대시
보드에서 기존의 스트라바™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원할 경우 활동 기록을 스트라바™에 자동으
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수동으로 하나씩 또는 
전체 자동 선택 가능)

       
            

   

          
         

  

- 이바이크모션        ®  호환  전기자전거를  앱에  연결
해서   활동   기록을   마치면   

 
스트라바 ™에  전

기자전거 활동으로 업로드합니다 . 그 외의 경
우에는 일반 자전거로 업로드합니다.

          
           

 

24.4 스트라바™ 연동

중요

매뉴얼에 스트라바       ™ 로고가 있으면 관련 기능
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라바

      

™와 이바이크모션

  

® 앱을 동시에 켤 필요는 
없습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으로 활동을 기록하면 
스트라바     

         

™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스마트폰 배터리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 과정에는  웹  대시보드를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스
트라바™  앱이나  웹  페이지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

다.  이미  스트라바™  계정이  있다면,  아래의
 

과정을
 

수
행하십시오.

1. 전기자전거 브랜드나 이바이크모션 웹 대시
보드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ebikemotion.com/app/
http://comet.ebikemotion.com
https://www.ebikemotion.com/app/?brand_prefix=CM

2. 이바이크모션®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4. 'Connect with Strava' 버튼을 누르면      

5. 스트라바™ 공식 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스트라바™에 로그인하십시오.

6. 스트라바 ™에서 이바이크모션의 스트라바 ® 
계정 접근을 요청합니다.

         
     

7. 요청을 수락하십시오.  

스트라바™  로그인

사용자 프로필 화면에서 스트라바™ 연결 활성화

스트라바™ 접근 요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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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크모션® 앱과 웹 대시보드의 활동 상
세 내역에서 스트라바™ 구간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3. 웹 대시보드 좌측 상단에 'My profile' 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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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바이크모션®  앱으로  활동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스트라바에  업로드합니다.

 
스트

라바  앱을  켜지  않아도  되므로  배터리  소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업로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바이크모션®  앱이  서버에  라이딩
 

기록을
 

업로드하
면  서버에서  스트라바™에  업로드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았어도 웹 대시보드를 이
용해 하나씩 스트라바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전거  브랜드나  이바이크모션  웹  대
시 보드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ebikemotion.com/app/
http://comet.ebikemotion.com
https://www.ebikemotion.com/app/?brand_prefix=
CM

2. 

       

이바이크모션®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3. 

 

웹 대시보드 좌측 상단의 'My profile'을 클
릭하십시오.

          
 4.

 

'Auto upload new activities to Strava' 옵
션에 체크하십시오.

        
5. 

 

'Update profile'을 클릭하십시오.

  

스트라바 업로드는 하나씩 수동으로 할 수도 있
습니다. 이때 이바이크모션® 활동은 스트라바™에 
누락될 수도, 저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든 
활동이 자동으로 스트라바™에 올라가는 것을 원
하지  않을  때도  이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  수동 스
트라바

 
 ™ 업로드를 하려면 웹 대시보드에서 아래

의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1. 전기자전거 브랜드나 이바이크모션 웹 대
시보드에 접속합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ebikemotion.com/app/
http://comet.ebikemotion.com
https://www.ebikemotion.com/app/?brand_prefix=
CM

       2. 이바이크모션®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3. 웹 대시보드 왼쪽 메뉴의 'Activities'를 
선택하고 업로드를 원하는 활동을 엽니다.

           
      

          
        

          
 

a. 스트라바™에 업로드된 활동은 웹 대시
보드에서도 스트라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런 활동은 활동 목록에 스트라바™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b.  스트라바™에 업로드되지 않은 활동은 
활동 메뉴 'Export'에 'Send to Strava'가 표시됩
니다. 

           
      
이 옵션을 누르면 시스템에서 해당 활동을 

스트라바™로  전송합니다.

    
       

       
스트라바™와 연동된 활동의 스트라바 관련 정
보는 스마트폰 앱 세부 활동 내역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수락하면 스트라바™와  이바이크모션® 계
정이 연동됩니다.

    스트라바™와 이바이크모션 ® 연동을 끊으려면 똑
같이 웹 대시보드의 'My profile '로 들어가십시
오. 

     
         

 연동을 끊어도 데이터는 손실되지 않으며 언
제든 원할 때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동 성공

자동  스트라바™ 업로드 수동 스트라바™ 업로드

자동 업로드 활성화



구간 순위 표는 스트라바™ 고유 영역입니다. 스
트라바 ™ 사용자는  업로드한  컨텐츠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로드 지침을 지키면 스트라바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
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이용 약관에 따
라 스트라바™에서 해당 계정에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구간 순위 표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바이
크모션®은 앱과 연동된 전기자전거로 라이딩을 
했을 경우 활동을 일반적이지 않은 자전거, 정확
히는 전기자전거로 구분해 업로드합니다. 

        
       

           
            
 

이바이
크모션 앱에서 전기자전거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트라바에서 활동 유형을 전기자전거로 변경해 
주십시오.           

          
    

         
 

스트라바

 

™의 정신과 공정성, 동기부여를 유지하
기 위해 구간 순위 표를 정직하게 작성해 주십시
오.

     

 추가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https://support.strava.com/hc/en-us/articles/216919507-
Uploading-E-bike-motor-assisted-or-non-conventional-
bike-data-to-Strava-Guidelines

스트라바™에서의 자전거 유형

웹 대시보드 수동 스트라바™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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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ort.strava.com/hc/en-us/articles/216919507-Uploading-E-bike-motor-assisted-or-non-conventional-bike-data-to-Strava-Guidelines


25. 사용  권한 요청  및  허용   

앱을 처음 실행하면 위치 확인을 위한 GPS 사용 
등 몇 가지 기능의 사용 권한을 요청합니다. 앱은 
내비게이션 사용에 GPS를 활용하는 등 정상적인 
동작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앱의 정상 
작동을 위해 사용 권한 요청을 수락해 주십시오.

모션 & 피트니스 활동 접근 권한 요청

푸시 알림 허용 요청

위치 정보 접근 권한 요청

사진첩 접근 권한 요청

중요

앱 최초 실행 이후에도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
거나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같은 특별한 상황
에서는 추가로 사용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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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 명령 활성화 요청 음악 저장소 접근 권한 요청

특정 기능 사용이 허가된 앱 목록

중요

앱에 주어진 사용 권한은 스마트폰 설정에서
도 바꿀 수 있습니다.

25.1 프라이버시 정책

End User License Agreement
Last revised on July 1, 2016

This End User License Agreement (the “EULA”) is a binding legal agreement 
between you, as an individual or entity, and EBIKEMOTION® 
TECNOLOGIES S.L. (“Ebikemotion”). By downloading, installing, or using this 
application for Android, iOS or other mobile platform, as applicable (the 
“Software”), you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EULA. If you do not 
agree to the EULA, do not check the “I accept the terms” box and do not 
use the Software.

You agree that installation or use of the Software signifies that you have 
read, understood, and agree to be bound by the EULA.
The Software is provided to you under this EULA solely for your private, 
non-commercial use. Use of the Software or of the Ebikemotion content, 
information, membership functionality, job search, recruiting, marketing, 
sales or any other services (“Ebikemotion Service”) within an organization 
or the use of multiple copies of the Software (except a back-up copy) 
requires a commercial license for the Software.

- Description of Software
The Software is a downloadable software application that enables you to 
access Ebikemotion functionality directly from your Android, iPhone, iPad 
or other mobile device supported by Ebikemotion (“Device”).
You may download the Software whether or not you use the Ebikemotion 
Service, but you must associate it with your Ebikemotion account to enable 
its full functionality.

- License
Ebikemotion hereby grants you,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personal license to:

Next Page:

End User License Agreement

앱을 설치하면 당사의 최신 프라이버시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설치 전에 내용을 잘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버전은 수시로 업데이트하
며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 U.S. Government Restricted Rights
The Software and accompanying documentation are provided with 
restricted rights. Use, duplication, or disclosure by the U.S. Government is 
subject to the restrictions as set forth in subparagraph (c)(1)(iii) of DFARS 
252.227-7013 (The Rights in Technical Data and Computer Software) or 
subparagraphs(c)(1) and (2) of 48 CFR 52.227-19 (the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 Restricted Rights), as applicable. The manufacturer is 
Ebikemotion Tecnologies S.L. , Los Orfebres 10, Palencia, Castilla y León, 
Spain, CP 34004.

- Open Source
The Software may contain or be provided together with open source 
software. Each item of open source software is subject to its own applicable 
l i c e n s e  t e r m s ,  w h i c h  c a n  b e  f o u n d  a t  
https://www.ebikemotion.com/legal/mobile/open-source-mobile-apps 
and/or in the Software documentation or the applicable help, notices, 
about or source files. Copyrights to the open source software are held by 
the respective copyright holders indicated therein.

- Indemnification
By accepting the EULA, you agree to indemnify and otherwise hold 
harmless Ebikemotion Tecnologies S.L., its officers, employers, agents, 
subsidiaries, affiliates and other partners from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consequential or exemplary damages arising out of, 
relating to, or resulting from your use of the Software or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Software.

- Limitation of Liability
YOU EXPRESSLY UNDERSTAND AND AGREE THAT EBIKEMOTION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DIRECT, INCIDENTAL, SPECIAL, 
CONSEQUENTIAL OR EXEMPLARY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MAGES FOR LOSS OF PROFITS, GOODWILL, USE, 
DATA OR OTHER INTANGIBLE LOSSES (EVEN IF EBIKEMOTION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IN NO 
EVENT WILL EBIKEMOTION’S AGGREGATE LIABILITY TO YOU EXCEED 
THE AMOUNT OF LICENSING FEES PAID BY YOU TO EBIKEMOTION. 
THES E  L I M ITATIO N S  AND  EXCLUSIO N S  W IL L  APPLY  
NOTWITHSTANDING ANY FAILURE OF ESSENTIAL PURPOSE OF ANY 
LIMITED REMEDY.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LIMITATIONS OF DAMAGES AND/OR EXCLUSIONS OF LIABILITY FOR 
INCIDENTAL OR CONSEQUENTIAL DAMAGES. ACCORDINGLY, 
SOME OF THE ABOVE LIMITATIONS MAY NOT APPLY TO YOU.

- Export Restrictions
This EULA is expressly made subject to any laws, regulations, orders or 
other restrictions on the export from the European Union of the Software or 
information about such Software which may be imposed from time to time 
by the government of Spain. You shall not export the Software or 
information about the Software without consent of Ebikemotion and 
compliance with such laws, regulations, orders or other restrictions.

- General
The EULA between you and Ebikemotion Tecnologies S.L. wi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Palencia, Castilla y León, 
España without regard to conflict of laws principles. The exclusive forum for 
any disput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EULA shall be an appropriate 
federal court or state court sitting in the County Palencia, Castilla y León 
España. The EULA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you and 
Ebikemotion regarding the Software. If any provision of this EULA is hel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be contrary to law, such provision will 
be changed and interpreted so as to best accomplish the objectives of the 
original provision to the fullest extent allowed by law and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EULA wi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You may not assign 
this EULA, and any assignment of this EULA by you will be null and void. 
Ebikemotion, Ebikemotion (stylized) and other Ebikemotion logos and 
names are trademarks of Ebikemotion Tecnologies S.L.. You agree not to 
display or use these trademarks in any manner without Ebikemotion’s 
prior, written permission. The section titles and numbering of this EULA are 
displayed for convenience and have no legal effect.

- Use the Software for your own personal use;
- Install the Software on only one Device; and
- Make one copy of the Software in any machine readable form 

solely for back-up purposes, provided you reproduce the Software in its 
original form and with all proprietary notices on the back-up copy.

For clarity, the foregoing is not intended to prohibit you from installing and 
backing-up the Software for another Device on which you also agreed to 
the EULA. Each instance of this EULA that you agree to grants you the 
aforementioned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installation, use and back-up 
of one copy of the Software on one Device.

- Title
Title, ownership and all right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d to the Software shall remain with Ebikemotion. 
Except for those rights expressly granted in this EULA, no other rights are 
granted, whether express or implied.

- Restrictions
You understand and agree that you shall only use the Software in a manner 
that complies with any and all applicable laws in the jurisdictions in which 
you use the Software. Your use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restrictions concerning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You may not:
- Create derivative works based on the Software;
- Use the software for any purpose other than as described herein;
- Copy or reproduce the Software except as described in this EULA;
- Sell, assign, license, disclose, distribute or otherwise transfer or 

make available the Software or any copies of the Software in any form to 
any third parties;

- Alter, translate, decompile, reverse assemble or reverse engineer 
the Software, or attempt to do any of the foregoing, except to the extent this 
prohibition is not permitted under an applicable law; or

- Remove or alter any proprietary notices or marks on the Software.

-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We may ask you to provide certain information about you during the 
Software downloading process. All personal information that you provide to 
us will be governed by the Privacy Policy, which is available at 
https://www.ebikemotion.com/legal/privacy-policy. You may use the 
Software whether or not you use the Ebikemotion Service. If you use the 
Ebikemotion Service, the personal information you provide to Ebikemotion 
will also be governed by the Privacy Policy. By choosing to use the 
Software and/or the Ebikemotion Service, you indicate your understanding 
a n d  a cce p ta n ce  of  t h e  U s e r  Ag re e m e n t  ( a v a i l a b l e  
athttps://www.ebikemotion.com/legal/user-agreement) and the Privacy 
Policy. You understand and agree that Ebikemotion may disclose 
information if required to do so by law or in the good faith belief that such 
disclosure is reasonably necessary to comply with legal process, enforce 
the terms of this EULA, or protect the rights, property, or safety of 
Ebikemotion, its users, or the public.

-No Warranty
EBIKEMOTION DOES NOT WARRANT THAT THE FUNCTIONS 
CONTAINED IN THE SOFTWARE WILL MEET ANY REQUIREMENTS OR 
NEEDS YOU MAY HAVE, OR THAT THE SOFTWARE WILL OPERATE 
ERROR FREE, OR IN AN UNINTERRUPTED MANNER, OR THAT ANY 
DEFECTS OR ERRORS WILL BE CORRECTED, OR THAT THE SOFTWARE IS 
FULLY COMPATIBLE WITH ANY PARTICULAR PLATFORM. THE SOFTWARE 
IS OFFERED ON AN “AS-IS” BASIS AND NO WARRANTY, EITHER 
EXPRESS OR IMPLIED, IS GIVEN. EBIKEMOTION EXPRESSLY DISCLAIMS 
ALL WARRANTIES OF ANY KIND, WHETHER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
INFRINGEMENT.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WAIVER 
OR EXCLUSION OF IMPLIED WARRANTIES SO THEY MAY NOT APPLY TO 
YOU.

- Right to Terminate or Modify Software
Ebikemotion may modify the Software and this EULA with notice to you 
either in email or by publishing notice on the Websit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harging fees for the Software, or changing the functionality or 
appearance of the Software. In the event Ebikemotion modifies the 
Software or the EULA, you may terminate this EULA and cease use of the 
Software. Ebikemotion may terminate your use of the Software, the EULA or 
the Ebikemotion Service at any time, with or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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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지보수 및 관리     

26.1 판매 후 서비스

26.2 앱 지원

26.3 참고용 에러 코드

전기자전거 시스템이나 부품에 관한 질문은 인증 
서비스센터 또는 전기자전거 제조사에 문의하십
시오. 이와는 별도로 이바이크모션® 웹사이트의 
지원 및 다운로드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기술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바이크모션 웹사이트 : https://www.ebikemotion.com 

유튜브 : ebikemotion Channel

이바이크모션® 앱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 센터로 이메일을 보
내주십시오.

www. ebikemotion.com

앱 헬프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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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웍®앱에서의 
에러 알림

2

기억하십시오

에러 발생 시 아이웍® RGB LED가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스마트폰의 이바이크모션® 앱을 열어 어떤 에러인
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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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설명

0 에러 없음

1 스로틀 복귀 안 됨

2 스로틀 고장

3 토크 고장

4 저전압 보호

5 과전압 보호

6 홀 센서 고장

7 온도 범위 이탈 보호

8 온도 센서 고장

전류 센서 고장

BMS 통신 오류

9

10

11 통신 오류 - 프레임 확인 안 됨

12 드라이버 에러 - VG 저전압

13 드라이버 에러 - 온도 범위 이탈

14 드라이버 에러 - 과전류

15 드라이버 에러 - VDD 저전압

16 SCG 1단계

17 SCG 2단계

18 SCG 3단계

증상 및 조치

필요 없음

전기자전거 전원을 끕니다. 스로틀이 당겨져 있지 않은지 확
인 후 재시도합니다.

스로틀이 손상됐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대리점에 방
문하십시오.

토크가 손상됐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대리점에 방문
하십시오.

배터리 팩 전압이 너무 낮습니다.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팩 전압이 시스템에 맞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맞는 배
터리 팩을 장착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전기자전거가 허용 온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전원을 끄고 
구동 부품을 식히거나 따뜻하게 해 허용 범위 내로 맞춘 다음 
시스템을 재시작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
시오.

            
               

          
  

온도 센서가 손상됐습니다.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전류 센서가 손상됐습니다.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배터리 팩과의 통신 오류입니다. 배터리 팩 커넥터를 확인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리모트 컨트롤과의 통신 오류입니다. 리모트 커넥터를 확인
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배터리 팩 전압이 낮습니다. 충전해 주십시오.         

전기자전거가 허용 온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 전원을 끄고 
구동 부품 온도를 허용 범위 내로 맞춘 다음 시스템을 재시작
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배터리 팩에서 공급하는 전류값이 높으므로 요구값을 낮추십
시오. 수정이 불가하면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배터리 팩 전압이 낮습니다. 충전해 주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코드 설명

19 SCS 1단계

20 SCS 2단계

21 SCS 3단계

22 연결 에러 1단계

23 연결 에러 2단계

24 연결 에러 3단계

25 부품 보호

26 NVM 에러 - 변수 초기화

27 NVM1 에러 - 저장된 에러 손실

28 EMN 에러 - 에러 저장 불가

29 배터리 전압 센서 고장

30 과전류 보호

31 최대 전류값 초과 보호

32 치명적인 통신 에러

33 전류 속도 없음

34 액세서리 전압 에러

35 센서 4V3 에러

36 라이트 전압 에러

증상 및 조치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의 전선 연결을 확인하고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
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대리점
에 방문해 활성화하십시오.

          
      

시스템 변수가 초기값으로 설정됐습니다.   

에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전기자
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에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가득 찼으므로 시스템을 재시
작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배터리 팩 센서가 손상됐습니다.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
작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배터리 팩에서 공급하는 전류값이 높으므로 요구값을 낮
추십시오. 수정이 불가하면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
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배터리 팩에서 공급하는 전류값이 높으므로 요구값을 낮추
십시오. 수정이 불가하면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십
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치명적인 에러입니다. 전기자전거 시스템을 재시작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모터가 잠겼습니다. 보행 보조 모드가 동작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HMI 버스 파워 서플라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센서 파워 서플라이 문제입니다. 페달링 센서와 모터 센서 전
선을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대리점에 방문하십시오.

            
           

라이트 라인 전원 출력 문제입니다. 라이트 라인에 연결된 액
세서리와 전선을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액세서리를 
분리하고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액세서리 스펙이 이바
이크모션 출력을 넘어서면 이 현상이 생깁니다 . 문제가 지속
되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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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pyright Rights (ebikemotion)
All copyrights in the text, images, photographs, graphics, 
user interface, and other content provided on the 
ebikemotion Manuals, coordination, and arrangement of 
such content, are owned by ebikemotion® Technologies or 
their authors or its licensors or service providers, to the full 
extent provided under the Spain Copyright laws and all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Under applicable copyright 
laws, you are prohibited from copying, reproducing, 
modifying, distributing, displaying, performing or 
transmitting any of the contents of the Site for any purposes. 
Nothing stated or implied on the Site confers on you any 
license or right under any copyright of CLC or any third 
party. Any reproduction, copying, or redistribution for 
commercial purposes of any materials or design elements 
of the Site is strictly prohibite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ebikemotion Technologies. Systematic copy of 
publishing of this document, directly or indirectly, a 
collection, compilation, database or directory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ebikemotion Technologies is 
prohibited.

2. Copyright Rights (Third parties)There are some logotypes 
or pictures used in this document as examples of the 
integration the Premium Pack system. All copyrights in the 
names, brands, text, images, photographs, graphics, are 
owned property of their authors (Legend eBikes, ORBEA 
Soc. Coop., STRAVA, Facebook®, Twitter®)

3. Obligations
You are required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in 
connection with your use of the documentation, and such 
further limitations as may be set forth in any written, 
electronic or on-screen notice from ebikemotion. This 
documentation is only available for the internal use of 
ebikemotion OEM and END USER customers that have 
license to use the APP and Platform in their systems.

4. Copy and Publishing
It is totally forbidden the public publishing, editing of 
adaptation of this content without the previous 
authorization of ebikemotion Technologies SL.

TERMS OF USE OF DOCUMENTATION

26.4 문서 사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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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fo

V.1.0

EBIKEMOTION TECHNOLOGIES S. L.
C/ Orfebres, 10 – 34004

 (Palencia, Spain)
ebikemotion.com

The reference questions always are who, why and where. ebikemotion® Technologies Limited Soc. was 
founded as new company in August 2015. The big difference with other company models like the startups is 
that ebikemotion® Tech. is created by automotive consolidate companies using their own funds, facilities and 
human staff. All the expertise of the members has been put at the service of the project team to create a 
product and solution with sense by the point of view of the experience in all the fields of development of it.

Why you must talk with us? ebikemotion® platform and solutions are built under 3 BIG PRINCIPLES:

a fast view of your partner for the future of e-bikes

Innovation Modularity Flexibility

If you want to get the success you need to innovate. For the innovation with have a huge product porfolio 
with different solutions that will be able to give to you the possibility to create one e-bike for your customers 
that will be yours, including your own view of performance. Be different, that is the way to innovation, that is 
the way 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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