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읽고 숙지해주세요.
설명서에는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및 조립 설명서
페라리 488 피스타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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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서 모든 예비 부품의 일련 번호는 "NO."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부품 또는 부품의 수량이 구매하신 제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들의 편리를 위하여 복잡한 조립과정 및 일부 절차를 줄여 출고하였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조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 3에 표기된 버튼을 누르고 안장을 들어 올리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안장 제거 방법

● 그림 3에 표기된 안장 뒤의 버튼을 누르고
      좌석을 내린 뒤 버튼을 놓으면 안장이 고정됩니다. 

● 안장③을 그림 2, 4를 참고해 지정 위치에 삽입합니다. 

2. 안장 조립 방법 

● 연결된 배터리 케이스⑥의 전원 플러그를 뽑은 다음
      메인 보드의 해당 위치에 있는 배터리 플러그를 뽑고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교체합니다. 
      배터리 교체는 반드시 성인이 해야 합니다.

● 그림 1과 같이 커버 플레이트의 나사④ 6개를 풀고
      커버 플레이트를 꺼냅니다.

● 그림 1과 같이 배터리 잠금쇠⑦의 나사④ 1개를 풀고
      배터리 잠금쇠를 분리합니다.

● 그림 1과 같이 배터리 커버⑧에 있는 나사④ 2개를 풀고
      배터리 커버를 분리합니다.

★ 배터리 및 전원 장치를 교체 또는 제거방법

● 케이블 연결이 완료되면 그림 1과 같이 배터리 잠금쇠⑦와
      배터리 커버⑧를 지정된 위치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사④로 고정합니다.

● 색을 다르게 연결할 경우, 단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림 1을 참고하여 빨간색 플러그는 빨간색 플러그끼리,
      검은색 플러그는 검은색 플러그끼리 연결해주세요.

● 충전케이블과 연결케이블을 꺼내 배터리 충전구에
      충전케이블 플러그를 꽂고 전원 선을 연결합니다.

● 로고 버튼을 눌러 본네트를 열어줍니다.
      아래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배터리 조립 및 전원 연결

조립 방법



● 그림 7과 같이 버튼을 누르고 윈도우를 올리면
      윈도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그림 6을 참고하여 윈도우의 홈에 맞춰 밀어 넣습니다.
● 윈도우②를 차체의 지정된 위치에 장착해주세요. 
4. 윈도우 조립 방법

● 핸들 아래의 검은색 버튼을 누르고
      핸들을 들어 올리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 핸들 제거 방법

● 핸들①을 그림 5를 참고하여 차체의 지정된 위치에
      장착해주세요. 슬롯에 밀어넣어 고정합니다.

3. 핸들 조립 방법

● 그림 4와 같이 안장아래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 안장에는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 어른의 감독 하에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극성에 맞춰 삽입해야 합니다.
● 조종기 내 보관기간이 길면 배터리가 누수 및
      부식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배터리를
      제거해주세요.

● 권장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유형의
      배터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 다른 종류의 배터리 또는 새 배터리와
      중고 배터리를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전된 배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 충전식 배터리는 충전하기 전, 장난감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 비충전식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하지 마세요.
- 배터리 교체 시 주의할 점

● 커버를 열고 극성에 따라 1.5V "AA" 배터리 2개를
      조종기에 넣은 후 커버를 닫고 손잡이를 돌려
      배터리 커버를 잠급니다.

- 조종기 배터리 교체 방법

핸들 및 조종기 배터리 교체 방법

● 바퀴 장착 방법
 
바퀴축의 보호캡을 제거하고 휠 캡을 눌러 바퀴를 바퀴축으로 밀어 넣은 후
"딸깍" 소리가 나면서 바퀴를 당길 수 없으면 정상적으로 조립된 것입니다. 

● 바퀴를 조립하거나 제거할 때 액세서리의 장착 순서에 유의하여 잘 보관해 주세요.
● 바퀴 조립 및 제거는 그림 8을 참고하여 주세요.
5. 바퀴 조립 및 제거 방법



● 동봉된 자사 배터리만 사용해주세요. 타사 제품 이용 시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금지합니다.

● 장시간 탑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고 이후 30일마다 충전해주어야 합니다.
      위 방식으로 관리해주어야 배터리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리하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에는
      추가 충전이 불가능 하여 새 배터리를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 전동차의 속도가 느려지면 충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 적절한 충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동차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처음 전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해주세요.

배터리 유지 관리

● 동봉된 자사 충전기만 사용해주세요. 타사 제품 이용 시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금지합니다.

● 승차 중이 아닐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세요. 장시간 사용을 안할 경우 배터리를 반드시 완충해주세요.

● 배터리, 특히 충전기 선과 플러그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주세요.

● 충전기와 배터리는 장난감이 아니므로 아이가 장난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설명서에는 중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장난 충전기와 배터리는 수리완료 전, 사용을 금합니다.

● 충전기와 배터리 모두 충전 중에는 약간 따뜻해집니다.

● 1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8 ~ 10시간정도 충전해야 합니다. 24시간 이상 충전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 충전 소켓은 주유구 캡 아래에 있습니다. 주유구 캡을 열고 충전기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충전 소켓

충전 전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충전기를 꽂았을 때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지고,
충전 중에는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표시등이 다시 녹색으로
켜집니다.

충전기 유지 관리



경적 버튼

브레이크

우회전

좌회전

후진

전진

      리모컨은 장난감이 아니라 성인 전용으로,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본 제품은 성인의 면밀한 감독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신 범위는 날씨, 배터리 및 기타 환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

● 경적 버튼 : 누르면 경적 소리가 납니다.
2. 핸들

● 배터리를 조종기에 설치하면 조종기의 LED 표시등이
      깜박이며 페어링할 준비가 된 것이며, 이때 전동차를 켜면
      조종기의 LED가 꺼지며 연결이 완료됩니다.
      전동차는 해당 조종기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 조종기 사용가능 범위는 약 20 ~ 30m 입니다. 
      조종기가 해당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를 확인해주세요. 

1. 조종기

기능 설명(1)

화재 위험 : 회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부품
을 추가하는 등 개조를 금합니다.  

경고!

● 전원 단자에는 퓨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합선되었을 때, 퓨즈가 융합됩니다. 회로 고장을
      제거한 후 예비 퓨즈를 교체하십시오.

● 메인보드에 자동 복구 퓨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등으로 모터가 막히면 퓨즈가 자동으로
      전원 장치를 분리하고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 과전류 차단기는 본네트 아래에 장착되며,
      본네트 및 아래 커버가 열려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전류 차단기





Ӫ�젢핆쫂슪�쭎콛픒�묞�퍊��쌚쁢�믆잊펞�킪쇪
������빦칺읊�몮�쫆뻲�팒앦픦��쩒읊�폂펂�젢핆쫂슪
������쭎콛픒�묞�삖삲��	믆잊�����혾


Ӫ�옪몮�쩒픒�뿒읂졂�쫆뻲읊�폂�쿦�핖킃삖삲�

메인보드 교체 방법

Ӫ�팒앦�믆잊뫊�맧핂�슪��읺펂읊�슲펂�폺엲
������핂솧핂�푷핂솒옫�삖삲�

5. 핸드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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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쪽 문을 열 수 있습니다.



● 공급 단자는 단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전지가 누액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여 주세요.
      배터리를 다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제거하여 주세요.

● 배터리가 부족하면 조종기의 거리가 짧아집니다.새 배터리로 교체해 주세요.
● 비충전식 배터리는 충전할 수 없습니다. 
● 배터리는 전동차에서 분리하여 재충전할 수 있지만, 불에 가열하거나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 배터리는 극성에 맞춰 삽입해야 합니다. 
● 배터리 교체 및 충전은 반드시 성인이 해야 합니다. 

교체 중에 배터리 손상, 액체 누출 및 기타 위험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경고

● 안테나와 와이어는 콘센트에 끼우면 안 됩니다.
● 제대로 수리될 때까지는 오작동하거나 고장난 전동차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보호자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특히 시동을 걸고 제동장치를 사용할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차를 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어린이에게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 포장재는 장난감이 아니므로 아이가 장난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움직이는 부품, 모터 또는 전기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는
      헐거운 먼지, 모래 또는 미세한 자갈에서 차량을 주행하지 마십시오.

● 다칠 수 있으므로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어린이가 바퀴를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위험하므로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아이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 제품을 난로나 히터와 같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플라스틱 부품이 녹을 수 있습니다.
● 충전기는 장난감이 아니므로 아이가 장난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차량을 청소하세요. 비누와 물로 제품을 세차하거나
      비, 눈이 오는 날씨에 제품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물이 모터, 전기 시스템 및 배터리를 손상시킵니다.

● 제품 이용 중 전후진 스위치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지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보호 장비(헬멧, 장갑, 무릎 패드, 팔꿈치 패드 등)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적절한 제품 이용으로 인해 전동차의 일부 악세서리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 이 제품은 36개월 ~ 96개월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합니다.

● 최대 중량인 30Kg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세요.
      30Kg 이상 탑승 시 과부하로 인하여 제품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감독을 필요로 합니다.
      도로, 자동차 근처, 가파른 경사나 계단, 수영장, 기타 수역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항상 신발을 신어야 하며, 한 명 이상이 탑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품은 반드시 성인이 조립해야 합니다. 사용 전 제품의 주요 부품을 점검하는 것은 보호자의 책입입니다.

● 절대 어린이를 혼자두지 마십시오. 보호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제품을 이용 중일 때는 항상 잘 살펴봐야 합니다.

● 배터리 교체 및 충전은 반드시 성인이 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읽어주세요.  

주의사항



● 대리점에 문의● 충전기가 고장남

● 제품 전원을 킴
● 배터리 충전

● 제품 전원이 꺼져 있음
● 배터리가 부족함

● 대리점에 문의● 기어가 손상됨

● 재충전
● 배터리 교체

● 배터리가 완충되지 않음
● 배터리를 많이 사용함

● 대리점에 문의● 제품이 손상됨

● 다시 연결
● 다시 연결

● 충전기 교체

● 배터리 연결이 잘되지 않았음
● 충전기가 콘센트에 잘 꽂히지
      않았음
● 충전기가 고장남 

● 배터리 완충
● 완만한 장소를 선정

● 배터리가 부족함
● 지면이 울퉁불퉁함

● 다시 연결
● 제품이 움직이려면 기어는
      앞, 혹은 뒤의 위치에 있어야함
● 30Kg를 넘지 않도록 함
● 대리점에 문의

● 배터리 연결이 잘되지 않앗음
● 기어 변속기의 위치가 잘못됨
● 차량이 과부하 됨 
● 메인 차체 회로가 손상됨

충전기 LED가 꺼짐

전원 LED가 꺼짐

기어박스의 소음

조종기 범위가 짧음

제품이 멈추지 않음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음

제품이 느리게 운행됨

제품이 움직이지 않음

문제                                          예상 원인                                                 해결 방법

문제 해결 가이드

● 불필요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조립 및 분해 전에 이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전동차를 설치 및 사용하기 전에 모든 부품을 꼼꼼히 점검해 주세요.
● 주기적으로 나사가 풀리거나 부품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이의 안전을 위해 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세요.
●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플레이하지 말아주세요.

제품 유지 관리

● 조종기는 성인 또는 성인의 감독 아래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작은 부품으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