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RNING!
• 비닐을 삼키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을 뜯으신 후 잘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세요.

•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어른이 조립하여 주세요.

•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발을 착용하여 주시고, 보호자의 보호 및 인도 하에 탑승시켜 주세요.

Assembly Manual & User’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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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ty
Item No.:KL-668

Ride-On Vehicle



•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보호자의 관찰하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십시오.

  (도로변, 경사진 곳, 수영장 등 물기 많은 장소, 자동차 근처,

  계단 등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조립 전 3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포장 비닐을 삼키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 보호자의 관찰하에 사용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 1명만 탐승할 수 있으며, 탑승자의 중량이 25kg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안장에 착석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고 탑승하여야 합니다.

• 아이가 본 장난감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안전사항에

   관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 손잡이 • 본체

권장 사용연령

제품크기

12개월 이상

52 x 25.3 x 34.5 (cm)

1.85 kg

25kg

무게

최대적재량

CAUTION!

SPECIFICATION

COMPONEN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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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봉된 손잡이를 꺼내십시오.

• 본체에 손잡이를 넣어 조립합니다.

1. 본체(바디)

2. 본체(바닥)

3. 손잡이

4. 안장(뚜껑)

5. 앞바퀴

6. 뒷바퀴

Step 1:

How to assemble th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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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 List:

Step 2:

1

3

2

4

5 6



4

3개월보증기간 주소

성명

전화구입일자 년    월    일

제 품 명

SINCE 1980

보  증  서
제품 구입시 공란의 내용을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278-1 (주)대호종합상사   

고객센터  :  

고장 수리는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A/S센터에 본 보증서를 제시하시고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무상 A/S 안내

- 보증기간 내에 생긴 고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리비용 및 부품비를 받지 않습니다.

1) 제품이 초기불량이 판단 및 확인이 되는경우

    -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

    - 기타 내부의 기계적 결함

유상 A/S 안내

1)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2) 고객의 취급부주의(운반, 무리한 작동)로 인한 고장인 경우

3) 화재, 수해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고장일 경우

4) (주)대호종합상사 A/S센터가 아닌 장소에서의 임의로 제품을 개조 및 수리하였을 경우

5) 소정 항목의 기재사항이 불충분 하거나 제품보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본 제품은 출고시 엄밀한 품질관리를 거쳐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만일 운송도중 발생한 고장이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증하여 드리며, 본 보증서는 재발행 되지 않습니다.본 보증서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주)대호종합상사

031-726-1119

홈페이지  :  www.daehoto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