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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어 R

퀵 커넥트 브라켓

마이크로 USB 케이블

부품

Bikeurope BV / Trek Benelux
Ceintuurbaan 2-20C
3847 LG Harderwijk
The Netherlands
전화번호: +31-(0)33-4500600 (BLX)

미국 주소: 801 West Madison Street, Waterloo, WI USA
미국 전화번호: 920 478 2191



충전 및 충전 상태

플래어 R은 공장 출고 전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지만, 
최초 사용 전에 다시 충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충전을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배터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약 2 
시간 정도입니다.

적색 점멸: 충전 활성화.
배터리가 방전 상태에서 (적색) 완충 상태로 (녹색) 진행될 때, 
점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녹색: 충전 완료

충전 중 LED 진행

충전
USB 포트를 사용해 충전할 경우, 라이트는 작동을 중지하며 
상태 LED 표시등으로 충전 상태를 알려줍니다.

녹색적색

중요: CE 또는 UL 기준을 충족하는 USB 충전기로서 500 m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상태 LED



작동법

전원 켜기
전원 버튼을 한 번 눌렀다 놓으면 라이트가 켜집니다. 전원 
버튼의 LED 가 배터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모드 변경
전원 버튼을 짧게 눌러주면 각각의 다음 모드로 변경됩니다.

모드 고정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다음, 전원 버튼을 8초 동안 누른 상태로 
유지합니다. 라이트가 꺼지고 본체 LED가 한 번 점멸할 
것입니다.

중요
비가 오거나 젖은 조건에서 라이딩을 나가기 전 USB 커버가 
닫힌 것을 확인하십시오. USB 커버가 닫히지 않았을 경우, 
라이트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본체 LED

전원 버튼

USB 
커버

모드 고정 해제
전원 버튼을 8초 동안 누른 상태로 유지합니다. 라이트가 
꺼지고 본체 LED가 한 번 점멸할 것입니다.
 
전원 끄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라이트가 꺼질 때까지 누릅니다.



모드 설명

주간 점멸 65* 
5.75 시간 지속, 65 루멘으로 무작위 발광 
주간 점멸 65 모드는 초광량의 무작위 광진동으로 주간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 점멸 35* 
10 시간 지속, 35 루멘으로 무작위 발광
주야간 점멸 35 모드는 초광량의 무작위 광진동으로 최대 1Km 
거리에 달하는 주간 시인성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장시간의 
작동을 위해 측면 라이트 작동을 정지합니다.

야간 점멸 65*

측면 라이트가 꺼진 상태에서 상시 작동, 23 시간 지속,  
65 루멘의 짧은 발광
야간 점멸 65 모드는 지속적이면서도 짧은 밝은 광진동으로 
야간에 최적화된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자동차나 다른 
사이클리스트가 눈이 부시지 않게 하면서도 주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간 지속 25
4.25 시간 지속, 25 루멘
충분한 밝기로, 비점멸 방식으로서 주간에 “눈에 띄는” 
시인성을 위한 모드입니다.

야간 지속 5
21 시간 지속, 5 루멘
비점멸 방식으로서 주변광이 어두운 상황에서 약하게 빛나는 
모드입니다. 그룹 라이딩에도 유용합니다.

*중요: 각 국가 지역별 조명에 대한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지역에서 점멸등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플레어 R 
제품은 독일 도로교통법 StVZO 조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작동 시간 표

모드 작동 시간 
(시간)

저전력 섬광등**  
(시간)

주간 점멸 5.75 +2

주야간 점멸 10 +2

야간 점멸 23 +2

주간 지속 4.25 +2

야간 지속 21 +2

**저전력 섬광등: 
배터리 충전량이 5% 미만일 경우, 라이트는 자동적으로  
5-루멘의 섬광 모드로 전환되며 상태 표시 LED가 점멸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모드는 최대 2 시간 가량 작동합니다. 
라이트가 저전력 섬광등 모드가 되면, 완충될 때까지 2시간 
동안 라이트를 즉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된 라이트나 반사판이 없는 자전거는 타인이 
확인하기 어렵거나, 여러분 역시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기 어렵거나, 타인의 눈에 띄지 않으면, 사고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터리가 충전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경고:



배터리 레벨 상태

배터리 레벨 표시기 (작동 시간):
플레어 R이 작동하면, 전원 버튼의 상태 LED가 전원 잔량 
상태를 표시합니다.

버튼 라이트 색상 전원 잔량
녹색 25% 이상
레드 5%에서 25% 사이
적색 점멸** 5% 미만

상태 LED

본체 LED

**저전력 섬광등: 
배터리 충전량이 5% 미만일 경우, 라이트는 자동적으로  
5-루멘의 섬광 모드로 전환되며 상태 표시 LED가 점멸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모드는 최대 2 시간 가량 작동합니다. 
라이트가 저전력 섬광등 모드가 되면, 완충될 때까지 2시간 
동안 라이트를 즉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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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해당 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마운트 옵션과 
호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트래거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본트래거 헬멧 마운트 - 
(PN 428462)

본트래거 안장 가방 클립 
(PN W528503)

본트래거 싯스테이 브라켓 
(PN 418932)

본트래거 싯포스트 클램프 
(PN 418932)

본트래거 싱크 브라켓 
(PN 418921)

마운트

중요: 최적화된 시인성을 위해 라이트의 렌즈 부분을 지면에 
수직으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참고: 두 번째 후크는 남는 길이의 스트랩을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설명서에 대하여
해당 설명서는 플레어 R 제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내역은 bontrager.com에서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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