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파트 정비 분류 조립/교환/작업 내용 정비 공임 비고

BOX 완성차 조립 50,000     가조립 상태인 완성차(볼트류 토크 확인 / 세팅)

BOX 완성차 분해 후 패킹 40,000     *박스 미포함

구동계 이식(분해 후 완성차 조립) 180,000   *휠셋 포함(+스프라켓 설치) / 구동계 조립은 150,000원

정비 기본 정비 20,000     앞/뒤 디레일러 세팅, 브레이크 세팅, 볼트류 조임상태 점검, 헤드튜브 점검

분해 구동계 분해 50,000     

기본 세차 80,000     구동부(변속기 및 체인) 비분해 세척, 크랭크&스프라켓 분해 후 세척

전체 분해 세차 200,000   구동부 분해 세척 후 재조립 및 세팅, 프레임 및 베어링 세척

휠 빌딩(리어휠) 70,000     앞 휠 60,000원

휠 교정(리어휠) 30,000     앞 휠 20,000원

클린처 림 테이프 교체 10,000     *림 테이프 포함

클린쳐 타이어, 튜브 교체 5,000       *튜브 별도

튜블러 타이어 설치(본딩) 20,000     테이핑은 10,000원

튜블러 타이어 교체(본딩) 30,000     *본드, 테이프 별도 / 림 접착물 제거(10,000원) 후 타이어 설치, *테이핑 설치 20,000원

리어 허브 분해 정비/교체 30,000     

허브 유격 정비 10,000     

바디 분해 정비 20,000     *세척 포함

바디 교환 15,000     

스프라켓 교환 5,000       단순 교체(*세척 미포함)

바테입 교환 5,000       

후드커버 세트 교체 10,000     

인터널 핸들바 교체 50,000     일반 핸들바 30,000원, 바테입 교체, 변속&브레이크 세팅 포함

컨트롤 레버 세트 교체 30,000     바테입 교환비 포함, 변속&브레이크 세팅 포함

컨트롤 레버 세트 조정 10,000     개당 5,000원

스템 교체 10,000     

헤드셋 교체 20,000     *세척 및 그리스 도포

포크 교체 30,000     *세척 및 그리스 도포

컴프레션 플러그 교체 10,000     

헤드튜브 유격 정비 5,000       
싯포스트 싯포스트 교체(*안장 교체 포함) 15,000     안장만 교체는 10,000원

케이블 전체 케이블 교체 50,000     *케이블 별도 / 케이블 1세트 당(겉선, 속선) 15,000원

ISP(통합형) 싯포스트 커팅 15,000     
포크 스티어러 / 핸들바 / 싯포스트 커팅 10,000     

변속기 앞뒤 변속기 교체 20,000     별도 세팅은 10,000원

B.B 교체 30,000     

B.B 탭 작업 50,000     

B.B 페이싱 작업 50,000     

크랭크 교체 10,000     체인링 교체 별도, 세팅비 포함

체인링 교체 20,000     크랭크 탈거 장착 포함, 세팅비 포함

체인링 코그 교정 5,000       
체인 체인 교환 / 설치 5,000       

페달 교환 / 설치 5,000       

페달 탭 작업 30,000     *코일 포함

행어 정렬 15,000     세팅비 포함

행어 탭 작업 30,000     

앞뒤 브레이크 교체 10,000     

패드 교환 및 세팅(세트) 5,000       

홀더 청소 및 패드 연마 10,000     

디스크 정렬 10,000     

디스크 브레이크 블리딩(앞뒤) 40,000     개당 20,000원

디스크 브레이크 케이블 교체 60,000     *케이블 호스 별도 // 개당 30,000원, *로터 정렬, 블리딩 포함

보험 견적서 작성 사고차량 점검 및 보험 견적서 작성 80,000     *매장내 출고고객 대상(*일반고객 미접수)

** 각 지점의 정비실 운영 상황에 따라 정비 공임의 일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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