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 Miranda, 세계 최초의 완전 모듈형 자전거 크랭크 셋 XMOD 출시  

 

(아게다, 포르투갈 2017년 3월 7 일 PRNewswire=연합뉴스) Miranda가 세계에서 독특한 

익스트림 모듈형 자전거 크랭크 셋인 XMOD(R)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모든 부품을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동종 최초의 제품으로, 크랭크 셋 모듈화를 새롭게 정의하는 제품이다. XMOD는 

누구나 제한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맞춤형 자전거를 만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모듈형 

디자인을 통해 자전거 크랭크 셋의 유연성과 지속성을 다시금 정의한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s://www.multivu.com/players/uk/8046651-miranda-xmod-modular-bicycle-crankset/ 

 

시장 내에는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며, 각 표준은 자체적인 사양을 갖추고 있다. 모든 부품 간 

완벽한 디자인적 시너지를 발휘하고, 동시에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경량의 범용적이고도 

완전히 교체 가능한 크랭크 셋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XMOD는 완전한 크랭크 셋을 형성하는 세 가지 독특한 부품(축, 스파이더, 크랭크)으로만 

구성된다. 이러한 모든 부품은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자전거에 맞게 다양한 구성을 완벽하게 

선보이며, 또한 모든 변형부품 간 쉽게 교체할 수 있다. 도로, 산악, 장거리 경주, 내리막길, BMX 

및 트레킹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품이 있다. 이러한 모듈은 선택 가능한 더욱 폭넓은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확장될 것이다. 

 

시스템의 핵심은 티타늄 스핀들이며, BB30 및 24/22mm와 같은 주요 자전거 인터페이스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스핀들은 다양한 길이로 제공되며, 나머지 구성품은 전체 스핀들 변형제품과 

직접 호환된다. 

 

스파이더는 완전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도록 표준 BCD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BCD 88, 

BCD 104, BCD 104/64, BCD 110/110, BCD 110/74, BCD 130/130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직접 부착된 체인 링을 새롭게 개발한 ChainFlow 체인 유지 톱니로 보완했고, 이를 통해 전체 

크랭크 셋이 560g가 되지 않도록 했다. 크랭크 셋은 다양한 길이와 여러 가지 독특한 마감재 

제작된 10가지의 크랭크 암을 선택할 수 있어, 추가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어떤 

자전거에 독특하고 개인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이번 크랭크 셋 부품은 익스트림 운전 상태에서도 해당 등급의 자재 

속성에 있어 최고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히 자동화된 생산과정에 의해 포르투갈에서 

생산된다. 이 모듈형 크랭크 셋은 Miranda DH, Enduro, Road teams의 전문 운전자의 지원을 통해 

시험 및 최적화됐으며, 모든 운전자를 위해 3분기 중에 출시될 예정이다. 

 

MIRANDA(R) 소개 

MIRANDA(R)은 자전거 구동부에 대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포르투갈 내에 유럽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Miranda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mirandabikeparts.com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진: http://mma.prnewswire.com/media/471861/MIRANDA.jpg ) 

 

출처: MIRAN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