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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센서 장착

TPMS 다이어그램
배터리 +
(Re d)
ACC
(White)
배터리 혹은 접지
(Black)

내부 센서 형태

참고
1. 시동후 3초 뒤에 제품이 작동하며 시동 OFF시에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2

센서 벨브를 장착해 주십시오

4

장착후의 형태 입니다

1

기존 벨브를 탈거 합니다

3

센서 벨브 상단의 너트를 조여
고정해 주십시오

1

벨브 캡을 제거해 주십시오

2. 본 기기는 기본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장착전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3. 출고시 알람 설정값은
앞: 고압2.8Bar(41Psi) 저압1.8Bar(26Psi)
뒤: 고압3.0Bar(43Psi) 저압2.0Bar(29Psi)
온도가 68도 이상으로 올라가거나 공기압유출시에 알람이 울립니다.
4. 권장 공기압: 하절기32~34Psi(2.2~2.3Bar), 동절기 35~38Psi(2.4~2.6Bar)
5. + (Red) 혹은 - (Black) 배선을 분리하면 센서코드를 제외한 모든 설정값은
초기화 됩니다.

TPMS 센서 장착 위치

외부 센서 장착

2 Wheel Type

외부 센서 형태

FR

RR

3 Wheel Type

FL

2

육각 너트를 장착해 주십시오

3

센서의 표시된 위치에 유의하여
장착해 주십시오

4

2번에서 장착한 너트를 시계반대방향
으로 돌려 고정시켜 주십시오

5

비누거품을 이용하여 누출이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FR

RR

외부 센서 배터리 교체

2. 저압 경고 설정 및 고온 경고 설정
고압 설정 저장 후(비프음이 납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 저압 설정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버튼을 두번 누르면 고온 설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

3

육각 너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센서를 탈거해 주십시오

분리용 전용 공구를 이용하여 잠금을
풀어 주십시오

2

4

1

저압 경고 설정창

2

고온 경고 설정창

그림의 고정판을 탈거해 주십시오

커버와 내부 센서를 분리해 주십시오

3. 기압 단위 표시 전환
버튼을 5번 누르면 비프 음 과 함께 단위가 바뀌게 됩니다(공장 초기
설정은 Psi입니다)

5

배터리를 교체해 주십시오

6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해 주십시오

1

기압 단위 설정창

※내부센서는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 합니다. 구입처 및 본사를 통하여 새 센서를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TPMS 설정
1. 고압 경고 설정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앞 타이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버튼을 6초간 누르면 뒷 타이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1

버튼을 3초간 눌러 설정창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4. 시간 설정
Hour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시간표시창이 점멸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Hour 버튼을 눌러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Hour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설정 시간이 저장됩니다.
Min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분 표시창이 점멸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Min 버튼을 눌러 원하는 분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Min 버튼을 3초간 누르면 설정 시간이 저장됩니다.

1
2

시 설정

2

분 설정

버튼을 한번 누르면 첫번째 단위값이 점멸 됩니다

5. 시간/전압 표시 전환
시간표시와 배터리 전압 표시중 한가지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시간/전압 을 변환 가능합니다.

3

선택버튼
을 눌러 단위를
바꿔주십시오

4

원하는 값으로 설정하고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해 주십시오

설정이 완료 되면 비프음이 나게 됩니다.

1

시간 표시 화면

2

전압 표시 화면

6. 에러 표시

1

센서 손상시,TPMS 신호불량

2

센서 배터리 부족

7. 공장 초기화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비프 음 과 함께 공장 초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주의:공장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용자 설정이 지워집니다.

1

공장 초기 설정 불러오기

4

코드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비프음이 납니다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삐”소리가 나면 앞 타이어 센서 등록이 완료
된 것입니다.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뒷바퀴 센서 등록으로 넘어가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일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TPMS 제품 관련 수치
본체 작동 전압:8~18V
본체 알람 작동 기본값:
고압 앞뒤 41/43Psi(2.8/3.0Bar)
저압 앞뒤 26/29Psi(1.8/2.0Bar)
고온 68°
C
외부형 센서 전압:3.0V(CR1632)
내부형 센서 전압:3.0V

8. 측정값 리프레쉬
본 제품은 20KM/H 가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타이어 공기압과 온도값을
재 측정하여 표시 해 줍니다.
정지시 표시값은 이전 주행의 표시값이므로 현재 상태측정을 위해서는,
2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시 동봉되어있는 센서는 기본적으로 본체에 등록되어 있어 위치에 맞게
설정되어 출고됩니다. 따라서 초기 장착 시에는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센서 교체시 또는 센서 위치 변경시에 새로 센서 코드를 등록해주어야합니다.

1

문제 해결
벨브와 센서 결합 부위에서의 공기 유출

9. 센서 코드

본체가 켜진 상태에서
와
화면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허용공기압: 0~50Psi(0~3.5Bar)

버튼을 동시에 3초간 눌러서 세팅

벨브의 불량으로 인해 공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장착점에서 새로운 벨브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센서 분실
본사 또는 구입처에서 새로운 센서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센서 장착시에는 코드등록을 다시 해 주어야 합니다.

센서 배터리 부족
외부형 센서의 경우 배터리(CR1632)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CR1632배터리를 구입하여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형 센서는 배터리 교체가 불가 합니다.
본사 또는 구입처를 통해 새로운 센서를 구입후 장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교환 및 위치 변경

2

세팅 화면에서 FR타이어 위치에“ID”가 표시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타이어 교체 시에는 센서 고유위치 FL,FR,RR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바뀔경우 외부형 센서의 경우에 센서를 벨브로부터 분리하여 올바른
위치에 재 장착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형 센서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센서를 재 장착 할 필요 없이 새로 바뀐
위치로 코드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ㆍ본 제품은 50Psi(3.5Bar)이하의 공기압을 사용하는 바이크 용 제품입니다.
ㆍ본 제품은 타이어 압력,온도 만을 측정할 뿐 타이어의 손상이나 마모도 등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타이어의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외부센서 배터리 수명은 바이크의 마일리지에 따라 표시 수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센서 작동 온도는 외부센서 -20~70°
C 내부센서 -40~100°
C 입니다.

3

타이어 공기를 빼거나 벨브에 센서를 빠르게 장착하여 센서코드를 등록 하십시오

칙칙

※본 제품은 타이어의 공기압과 온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라이딩에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는 라이딩시 생길 수 있는 모든 예상치 못한 돌발적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운행 전 타이어의 마모 및 손상을 확인 후 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 책임이 없으며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무상
A/S가 불가 합니다.
-제품 파손, 외부 케이블 단선 등 기능적 결함이 아닌 기기의 외형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내부센서:5~10초간 공기를 빼주십시오

외부센서:빠르게 센서를 벨브에 장착해 주십시오

-지정된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사설 업체나 개인이 임의로 수리, 개조 또는 변경을 한 경우
-지속적인 수중 사용, 유독성 물질로 인한 손상, 우발적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기는 제품의 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