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ke
Test

가성비
최고의 스펙
코코로코 마하9
(Cocoroco MAHA9)
가벼운 운동이나 장거리 라이딩, 여행에도 모두 적합한 미니벨로 마하9는
라이더를 위하는 제작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부품 구성만 살펴봐도
대충 만든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글 & 시승 인유빈 사진 정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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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노바텍 허브
❷ 시마노 알리비오 변속레버와
벨로 그립
❸ 러기지 트러스 소켓과 폴딩
접합부의 꼼꼼한 마감처리
❹ 폴딩한 모습

3
4

Cocoroco MAHA9 Spec.
프레임 6061 Alloy type 포크 6061 Alloy 그립 VELO ERGON 안장 VELO 시트포스트 6161 Aluminum 프론트 허브 Alloy20H, NOVATEC, 74mm, ANODIZE RED COLOR
리어 허브 Alloy 28H, NOVATEC, 130mm, ANODIZE RED COLOR QR NOVATEC, ANODIZE RED COLOR 타이어 MAXXIS M2013 20* 1.35 OVERDRIVE ELITE 100psi
브레이크&레버 Shimano ALIVIO 시프트 레버 Shimano ALIVIO 9speed B.B Shimano ALIVIO BB-UN26 리어 드레일러 Shimano SORA 9speed 카세트 Shimano SORA 11-32T
크랭크셋 Prowheel CHARIOT 53T Chainring w/ Single CNC Guard 페달 wellgo FP-7, w/reflector 기본 킥스탠드, 러기지 트러스트, 머드가드 무게 11.20kg(페달포함)
색상 무광 블랙, 화이트, 레드 가격 850,000원 제품공급원 코코로코바이크 TEL)032-346-5089 cafe.naver.com/cocorocobike

스피드를 즐기기에 충분한 마하9

보관하기에 편했고 대중교통과 연계하기에도 괜찮았

보더라도 많은 이율을 창출하기 위하여 저가로만 모

다. 폴딩시 마그네틱도 확실하게 맞물려 덜렁거리는

아 대충 만든 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느낌이 없어 깔끔했다. 특히 동급 사이즈의 미니벨로

안장, 그립, 타이어, 허브, 림, 스포크 등 대부분 검증

들의 무게보다 가벼워 놀랐다. 조금 무겁겠지라며 마

된 브랜드나 대만 제품을 사용하여 내구성과 신뢰도

 프롤로그

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포크와 스티어러

와 같은 구성은 미니벨로 마니아들에게 확실히 눈도

코코로코는 스페인어로 우쭐대는, 뽐내는, 뻐기는 이

튜브까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다른 미니벨로과 차

장을 찍게 한다.

 라이딩

음의 준비를 하고 자전거를 들어올리는 순간 생각보

를 높였다. 이들은 실제 라이딩 시에도 제 기능을 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코’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

별화를 두었다.

안장은 편안한 젤타입으로 된 전립선 안장이며, 그립

겨울 라이딩은 역시 춥다. 이럴 때 자전거가 앞으로

다 굉장히 가볍다고 느꼈다. 포크나 스티어러 튜브 같

발휘하고 있으며 가벼운 운동이나 장거리 라이딩, 여

이었을까? 자전거를 받기 전 코코로코 마하9를 코코

또한 변속레버, 브레이크 레버, 뒷변속기 등을 모두

감이 좋은 벨로 에르곤 락그립을 사용하여 손목과 손

쭉쭉 나가지 않으면 신경질만 나고 타기가 싫어지기

이 세세한 곳에 알루미늄 부품을 넣은 것이 가벼운

행에도 모두 적합하다.

넛과 같이 상큼한 이미지를 떠올렸다. 하지만 실제로

시마노로 채용하였다. 가끔 여러 미니벨로를 타다보

바닥 저림 증상을 완화해 준다. 이처럼 마하9은 장거

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마하9은 실망시키지 않았다.

무게의 비결이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자인적인 측면이다. 마하9 디

받아봤을 때에는 어딘지 모르게 믿음이 가고 어디서

면 언젠가는 고장날 것 같다, 속력을 내면 부품이 망

리 라이딩에도 대비한 미니벨로라 할 수 있다. 또한

탄탄한 스프라켓으로 페달을 밟는 대로 속력이 났으

헤드튜브 부분에는 장거리 라이딩시 필수 아이템인

자인은 이전 버전의 마하와 비슷하고 또한 타사의 기

든 항상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중대형 사이즈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불

맥시스 타이어를 사용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튜브

며 주행감은 한마디로 ‘굿’ 이였다. 손이 얼었는데도

러기지 트러스 소켓이 장착되어 있어 여행을 떠날 때

본 폴딩 디자인과도 같다. 가격대비 좋은 부품 구성

의 반려견 같았다. 개를 좋아하는 필자는 이러한 마

안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만약 고장 나더라도 2

와 림을 보호한다.

불구하고 변속기와 브레이크는 무리없이 잘 작동해주

용이하게 쓸 수 있다. 턴이나 다혼에서 사용하는 방식

은 이미 갖추어 졌으니 여기에 코코로코만의 감성과

하9을 보고 첫 인상부터 점수를 후하게 줄 수밖에 없

년의 보증기간이 있어 더욱 더 안심할 수 있다.

크랭크는 등급이 높은 대만 프로휠 체리엇을 사용하

었다. 내 마음대로 달릴 때는 달리고 멈출 때에도 부

과 같아 호환이 가능하다. 또한 잠깐씩 자전거를 세

특성을 가미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었다.

스프라켓은 11-32T 9단을 사용하여 속력과 업힐 모

였는데 유격이 없고 강성과 내구성이 우수하기로 소

담 없이 멈춰지니 나도 모르게 신이나 속도를 붙여

워 놓아야 하는 일이 많은데 킥스탠드가 설치되어 있

마하9은 내가 탈 자전거를 만든다 생각하고 만들

두를 즐길 수 있다. 브레이크는 시마노 알리비오 V브

문난 제품이다. 또한 미니벨로에서 시마노 알리비오

타기도 했다. 울퉁불퉁한 곳을 달리거나 조금 턱이

어 굉장히 편리했다.

어진 자전거 같으며, 라이더를 위하는 마음이 고스

레이크를 사용하여 높은 수준의 제동력과 안정성을

비비를 사용하는 제품을 보기 힘든데 마하9은 보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기도 했는데 타이어와 튜브가 잘

2016년 마하9은 기존 마하9과 동일하게 6061 알루미

보장한다. 또한 노바텍의 허브와 QR이 채용되어 있

지 않는 곳까지 신경썼다.

완충해주었다.

 에필로그

Challenged and Enjoy!(도전하라 그리고 즐겨라!)”

늄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알루미늄은 노면의 충격을

는데 노바텍 허브는 타 허브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

폴딩형 미니벨로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대중교통과

타 브랜드의 많은 미니벨로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

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하9와 함께 즐기고 모

적절하게 흡수하고 비를 맞거나 세차를 해도 녹이 발

이기 때문에 미니벨로에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이

의 연계가 쉽다는 점이다. 역시 코코로코는 접어서

만 곳곳에 마하9의 장점이 숨어 있었다. 부품만 살펴

험에 도전하길 바란다.

 부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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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히 느껴진다. 코코로코 미니벨로의 메시지인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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