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y SmartBike app
이바이크모션이 MAHLE 스마트바이크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이바이크모션 앱이 ‘My SmartBike’ 앱으로 대체
됐습니다. 기능은 비슷하지만 ‘My SmartBike’ 앱은 이바이크모션 앱에서 지원하지 않던 한글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처음 앱을 실행하면 로그
인 또는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바이크모션 사용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선택 시 화면입니
다.

이바이크모션에서 사용했
던 계정을 입력하고 로그
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선택 시 화면입
니다.

안내에 따라 가입 후 말
레 스마트바이크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홈 화면입니다.
아직 전기자전거와 연결
되지 않은 상태이며 전기
자전거와 연결되면 페이
지가 늘어납니다.

전기자전거 연결

‘내 전기자전거 연결’을 
눌러 전기자전거와 연결
합니다.

검색에 실패한 화면입니
다.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기자전거와 연결되면 
배터리 잔량, 주행 거리 
말레 로고가 표시됩니다.

잠시 후 브랜드가 확인되
면 말레에서 해당 브랜드 
로고로 변경됩니다.



전기자전거 옵션(1/2)

홈 화면 좌측 ‘옵션’을 터
치하면 나오는 화면입니
다. 전기자전거와 연결하
지 않으면 일부 탭이 비
활성화 됩니다.

홈 화면 우측 ‘모터맵’을 
터치하면 나오는 화면입
니다. 옵션에서 모터맵을 
선택해도 같은 화면이 나
옵니다.

모터맵에서는 효율, 어반, 
스포츠 등 기존 설정을 
불러올 수 있고, 커스텀 
모드에서 수동으로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전기자전거 찾기’를 
터치하면 최근에 주행을 
종료한 시간과 위치가 지
도상에 표시됩니다.

전기자전거 옵션(2/2)

‘엔지니어링 모드’를 터치
하면 모터와 배터리의 상
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정보’를 터치
하면 각 구성품의 시리얼 
넘버, 펌웨어 버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정보에서 스
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다
른 구성품 정보가 나옵니
다.

‘상태’를 터치하면 현재 
전기자전거 상태를 보여
줍니다.



화면 하단 탭을 이용해 여러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달력

처음 달력 탭을 열면 오
늘 날짜가 표시됩니다.

주행 기록이 있는 날에는 
주황색 점이 표시되며, 해
당 일자를 클릭하면 달력 
하단에 주행 기록이 나타
납니다.

주행 기록을 클릭하면 해
당 주행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 탭을 이동하면 속도
와 경로, 소비 전력 등 상
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현재 주행 정보(1/2)

연결된 자전거가 없을 때
의 주행 정보 화면입니다.

주행 정보 화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심박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심박
계 연결 후에는 심박수 
확인, 심박수 기반의 모터 
출력 자동 조절 기능 등
이 가능합니다.

네오와이즈 F3 코메트와 
연결한 상태의 화면입니
다. 속도, 거리, 시간, 배
터리, 주행 가능 범위 등
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화면 하단 중앙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GPS 신호
를 받기까지 시작 중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주행 정보(2/2)

GPS 신호가 잡히면 화면 
하단 우측의 GPS 표시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시작 버튼은 일시정지 버
튼으로 바뀌었습니다.

바퀴가 회전하면서 속도
가 표시됩니다.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100%가 99%
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하단 중앙의 일시정
지 버튼을 누르면 화면 
중앙에 정지 버튼이 표시
됩니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활동
이 저장됩니다. 단, 너무 
시간이 짧거나 위치 정보
가 부족할 경우 저장되지 
않고, 위와 같은 안내창이 
표시됩니다.

설정

설정 탭에는 여러 항목이 
있고, 각 항목을 선택하면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
다.

단위 탭에서는 앱에 표시
되는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이, 온도, 무
게 단위 설정이 가능합니
다.

알림 탭에서는 알림이 오
는 시간 간격과 수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앱 언어 탭에서는 언어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바
이크모션 앱에서는 지원
하지 않았던 한국어를 지
원합니다.



프로필

프로필 탭에서는 등록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바뀔 수 있는 체중이나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물론 국적이나 성별까지 모든 정보의 삭제, 수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