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AM AXS 앱 간편설명서 

AXS 컴포넌트들의 설정을 앱을 통하여 변경하기 전, AXS 구동계들의 페어링 

절차를 먼저 진행하여야 합니다. 

 

뒷 드레일러의 AXS 버튼을 LED 가 천천히 점멸할 때까지 눌러주세요. 

(Reverb AXS 만 설치된 자전거의 경우, 싯포스트에서 동일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컴포넌트들 역시 초록색 LED 가 빠르게 점멸할 때까지 각 

컴포넌트들의 AXS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어링 절차를 종료하시려면 뒷 

드레일러의 AXS 버튼을 다시 한번 길게 눌러주세요. 

 

 

 

 



 

SRAM AXS 앱 

언어설정: 

1. "계속"을 눌러주세요. 

2. 우측 상단의 기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3. "언어선택"을 눌러주세요.” 

4.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계정생성 및 로그인 

로그인을 하면 모든 설정들을 저장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설정을 다른 

컴포넌트들에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의 종 아이콘을 통해 정비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민 계정 연결하기 



 

 

 

설정을 눌러 소셜미디어 혹은 제 3 의 앱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비 알림을 원하신다면 가민 커넥트와 같은 GPS 추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앱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하기를 눌러 연동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정비 알람의 완벽한 구동을 위하여 SRAMid 앱에 활동들을 공유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한 다음, 저장을 눌러주세요. 



 

 

계정이 성공적으로 연동되었습니다.



 

 

 



 

 

AXS 앱과 연동된 제 3 의 앱에 저장된 활동 기록들을 AXS 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모드 

게스트 모드에서도 컴포넌트를 설정할 수 있지만 수정된 설정값은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AXS 컴포넌트 핸드폰에 추가하기 

 

AXS 컴포넌트들을 검색한 다음, 자전거 프로필에 추가하세요. 여러분이 AXS 가 

장착된 다수의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설정창으로 이동하여 변속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급 모드 

2x AXS 로드 그룹셋의 경우, 순차적 변속과 보상 변속 2 가지의 고급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행중 우측 변속레버의 AXS 버튼을 눌러 

고급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좌측 변속레버의 AXS 버튼을 눌러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모드의 기능은 AXS 앱을 통해서만 

설정 가능합니다. 



 

 

사용중인 카세트를 선택하세요.  

카세트 변경을 누른 다음 현재 사용중인 규격을 선택해주세요.  

보상 변속 모드는 무엇인가요? 

보상 변속 모드는 기어 변속을 부드럽게 유지해줍니다. 앞 드레일러를 변속할 

때, 뒷 드레일러가 1-2 코그 이동하여 변속 시 발생하는 급격한 기어비 변화를 

방지합니다. 

최대 2 단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2 단으로 설정해두었을 경우, 현재 사용중인 

기어비에 따라 AXS 가 1 혹은 2 단 중 현재 기어비에 가장 알맞은 변속을 

진행합니다.  

순차적 변속 모드는 무엇인가요?  

순차적 변속 모드는 좌, 우측의 변속 레버를 눌렀을 때 현재 사용중인 

기어비의 바로 다음 기어비로 이동합니다. 앞, 뒤 드레일러가 자동으로 변속되어 

기어비와 케이던스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중 변속은 여러분이 변속 레버를 길게 눌렀을 경우, 몇 단을 변속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설정 

컨트롤 설정 초기 화면에서는 여러분은 각 버튼들과 다양한 버튼 조합에 

나만의 설정을 부여하여 AXS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 포트들의 설정도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성스위치 별매) 



 

 

보조 포트들의 조합 설정 역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