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종료해 주세요.

BMW S1000RR 전동 오토바이

사용 전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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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제품은 3~6세 어린이가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보호자의 감독 하에 사용 하십시오.
2. 제품 사이즈 : 92 x 43 x 56 CM
3. 최대 적재무게 : 25 KG
4. 사용 환경 : 0 - 40̊ C

1. 제품 사양

내용

 

축전지

충전기

모터

속도

과전류보호

 

DC 8V / 600mA

DV 8.4V / 1.5AH

DC 6V (#390*1)

3.3 km/h

7A



-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운전하지 마십시오.
       a. 수로나 강가, 잔디밭 등
       b. 움푹 들어간 곳, 비탈진 곳, 돌출된 곳
       c.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철도
       d. 장애물이 많은 길가나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장소
       e. 기타 위험한 지역  

-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나 언덕길에서 타지 마세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나 언덕길에서 타지 마세요.

- 베란다, 계단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타지 마세요.

- 화기가 있는 곳, 고온의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 보호자의 보호 하에 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어른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사용하여 주세요.

- 제품의 포장재의 날카로운 부분에 상처를 입을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비를 맞게하지 마세요.

※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절대로 입에 물거나 넣지마세요.   

파이프 보호 캡을 제거 후 손잡이(부품3)를 파이프에 장착하고
손잡이 고정볼트(부품9) 및 손잡이 고정너트(부품10)로 고정한다.

1. 본체

2. 헤드

3. 손잡이

4. 발판

5. 보조 바퀴

3.5x12BAB
2PCS

4x39TAB(D=8)
3PCS

3.5x12TAB(D=8)
4PCS

4x15BAB

6. 후미등 고정 세트

7. 배기통

8. 바퀴축 뚜껑 2PCS

9. 손잡이 고정볼트(5x40PM)

10. 손잡이 고정너트(블랙)
       (5MM)

11. 헤드 고정나사

12. 보조바퀴 고정나사

13. 발판 고정나사

14. 후미등 고정세트 고정나사

15. 충전기

제품 주의사항 2. 구성품

3. 조립 방법
1. 손잡이 조립



헤드(부품2)를 차체 지정 위치에 맞추어 장착하고 헤드 고정나사(부품11)로 고정한다. 

왼쪽 발판(부품4)를 자체 왼쪽 아래
지정 위치에 맞추어 힘주어 고정한다.

보조바퀴(부품5)를 차체 밑바닥 지정 위치에
맞추어 고정한다.

오른쪽 발판(부품4)를 차체 오른쪽 아래 지정
위치에 맞추어 전원 선을 연결한 후
힘주어 고정한다.

먼저 보조바퀴 고정나사(부품12)로
보조바퀴를 고정하고 발판 고정나사(부품13)로
보조바퀴와 발판을 고정한다.

1) 안장 고정나사를 풀어 안장을 분리 후 회로판 뚜껑 나사를 풀어 회로판을 열고
    과전류 보호기에 전류가 흐르는지 점검하며 만일 파손이 되었다면 제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2) 점검 완료 후 회로판 뚜껑을 지정 위치에 장착하고 회로판 뚜껑 나사로 고정한 후 회로판을
    차체 지정 위치에 장착하고 안장을 장착 및 안장을 안장 고정나사로 고정한다.

2. 헤드 조립

3. 발판 및 보조바퀴 조립

충전 시 필히 전동차의 전원 스위치를 꺼주세요.

충전 시 먼저 충전기 플러그 차체 충전 소켓에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완충 후 약 1시간 내외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 충전 시간은 약 8~10시간입니다.
총 충전 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 중일 때는 전동차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차체에서 충전 소켓을 분리하신 후
사용해 주세요.
전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충전을 하고
전원을 끄고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미사용 시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약 8시간 정도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약 8시간 정도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전지가 방전되면 재충전이 안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새 축전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축전지 관리 요령 및 유의 사항

축전지 주의사항



후미등 고정판(부품6)을 지정 위치에 맞추어
장착한 후 후미등 고정판 고정나사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1) 과전류 보호기는 안장 밑에 장착되어 있으며 안장 나사를 풀어
    안장을 분리하면 찾을 수 있다.
2) 과전류가 흐를시 과전류 보호기는 자동으로 회로를 단전시키며(회로 보호),
    과전류 차단 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회로가 다시 연결된다.
3) 축전지에 전기가 있지만 차가 작동이 안 될 시 전동차의 회로 개폐상태 및
    단로 상태를 검사하여 주십시오.

배기통(부품7)을 지정 위치에 맞추어 장착한다.

바퀴축 뚜껑(부품8)을 지정 위치에
맞추어 장착한다.

4. 후미등 고정판 조립

과전류 보호기 조작 방법

5. 배기통 조립

6. 바퀴축 뚜껑 조립

7. 전원 연결



충전 중 전동차를 움직이면 아답터 단자가 손상되는 등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제공된 충전기만을 사용하세요.
(규격 외 사용 시 치명적인 고장 및 화재 원인이 됩니다.)
사용 후 당일 충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전 소켓은 차체우측 안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답터와 충전 소켓을 우측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주세요.아답터와 충전 소켓을 우측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주세요.
(충전 시 필히 전동차의 전원을 꺼주세요.)
충전 권장시간은 8~10시간이며 총 충전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미사용 시 주기적인 충전을 하셔야 축전지 방전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한 번 장전된 축전지는 재충전이
불가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 중에는 안전장치로 전동차의 전원이충전 중에는 안전장치로 전동차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충전잭을 분리 후 전동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축전지 및 충전기 설명 1. 원터치 전원 시동 : 전원을 켜면 엔진 소리와 엑셀 가속음이 흘러 나옵니다.

2. 버튼 기능 : 1개의 엔진, 엑셀 가속음 버튼, 1개의 경적음, 1개의 멜로디 버튼
    (총 6곡의 멜로디가 내장되어 있으며, 누를 때마다 순환 재생됩니다.) 

3. 전진/후진 기능 : 안장 앞 부위에 전진/정지/후진 전환 버튼이 위치해 있으며
    전진 위치에 있을 시 전진 지시등이 점등되고 후진 위치에 있을 시 후진 지시등이 점등됩니다.

4. 페달 변속 기능 : 페달을 밟으면 차가 작동합니다.

5. 전진/후진 브레이크 기능 : 5. 전진/후진 브레이크 기능 : 전진/후진 중 정지 시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

6. 충전 보호기능 : 축전지 충전 시 차의 모든 기능은 작동 불가합니다.

4. 기능 및 조작

안장 고정나사를 풀어 안장을 분리 후 전원을 연결하는데 빨강 선은 축전지 빨강 단자에 연결한다.
주의: 빨강 선은 축전지 빨강 단자와 연결, 검정 선은 축전지 검정 단자와 연결하는데
(+/-) 극성을 반드시 맞추어야 한다. 
전원 연결 후 안장을 지정 위치에 맞추어 장착 및 안장 고정나사로 안장을 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