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기 전 본 설명서를 상세히 읽어주세요.
설명서에 중요한 정보가 있으므로 잘 보관하여 주세요.

POLICE  MOTORCYCLE

QR코드를 통하여 유튜브 조립영상을 참고해주세요.



30KG
78*37*54CM

8-12h
Input AC220V、50HZ, Output DC6V、500MA

15A

WARNING

품명

모터
전원방식 충전식

6V-15W

Police Motorcycle
주요사양

사용연령 37개월 이상

약 3km/h

최대적재중량
제품사이즈

속도

퓨즈

충전시간
배터리  충전기

1)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의 감독하에 어린이가 보호자의
　 시야 범위 내에 있도록 합니다.
2) 제품은 반드시 보호자가 직접 조립을 하여야 합니다.
3) 배터리의 충전은 보호자가 하며, 8~10시간 충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5) 포장된 비닐을 잘 제거한 후 어린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버리십시오.
6) 제품이 물에 닿지 않도록 하며, 만약 닿았을 경우 마른 천으로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7)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충전하여야 하며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한 달에 한 번씩 충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시 배터리 연결 잭을 빼내어 차단합니다.
8) 사용 연령은 37개월 이상 최대 적재 무게는 30KG 이하로 합니다. 



NO NAME PICTURE QTY NOTE NO NAME PICTURE QTY NOTE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 10 1

11 3 12 4

13 1 14 1

본체

핸들

페이스
가드

경광등

충전기

윈도우

시트

계기판

앞 바퀴
차축

공구
박스

앞바퀴

윈도우
나사

(작은 사이즈)

시트
나사

(중간 사이즈)

페이스
가드
나사

(큰 사이즈)

휠 캡

핸들  축

렌치

너트
&

와셔
(2세트)

부품목록

NO NAME PICTURE QTY NOTE NO NAME PICTURE QTY NOTE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1 10 1

15 2 16 2

17 2/3 18 1

※ 나사 및 작은 부품은 안장 밑 공간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조립안내

1. 앞바퀴 조립

① 그림과 같이 앞 바퀴 중앙의 홈에 맞추어
     양쪽에 휠 캡을 조립해 주세요.

② 앞 바퀴 차 축에 너트 1개와
      와셔를 삽입해 주세요.
      (너트는 사전에 조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핸들과 앞바퀴를 앞바퀴 차축을 이용해
     연결한 뒤, 반대쪽 끝에 와셔와 너트를
     조립해 주세요.

※ 렌치를 이용하여 고정해 주세요.

QR코드를 통하여 유튜브
조립영상을 참고해주세요.



2. 페이스 가드 및 윈도우 조립

① 페이스가드에 윈도우를 구멍에 맞추어
     끼운 후,  11번 작은 나사를 이용하여  
     윈도우를 고정·조립해 주세요. 

② 페이스가드와 핸들을 조립하기 전,
     핸들 중앙의 구멍을 통해 전선을 뺀 후
     12번 나사를 이용하여 페이스가드와
     핸들을 조립해 주세요. 



3. 핸들 및 본체 조립

①  계기판 부품을 핸들에 올려놓고,
       페이스가드와 본체의 전선을
       연결해주세요.

② 핸들축을 넣기 전 계기판쪽에는 와셔를 넣고 반대쪽에는 너트를 넣은 후 조립해 주세요.
      (머드가드 하부에 너트를 넣을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③ 핸들축을 넣고 시계방향으로 돌려 조립해 주세요.

  ! 핸들축은 계기판과 와셔 및 너트를
     먼저 놓고 조립해야 합니다.



5. 배터리 연결 및 시트 조립

4. 공구박스 조립 

① 공구박스의 두 부분을 잘 연결하고 공구박스를 본체의 구멍에 삽입해 주세요.

② 공구박스의 구멍을 통해 경광등의 전선을 삽입하고 경광등과 본체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① 빨간색 선은 빨간색 커넥터에 연결하고
     검은색 선은 검은색 커넥터에 연결해 주세요.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으면 차량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② 시트를 올바른 위치에 조립한 후 13번 시트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해 주세요.



USING NOTICE

음악 및 경광등 버튼

충전 소켓

전진 / 정지 / 후진 스위치

페달

1) 전진 / 정지 / 후진 스위치를 앞으로 밀고 페달을 밟으면 차량이 앞으로 가고 
     페달을 놓으면 차량이 멈춥니다. 중간에 전진/정지/후진 스위치를 누르면 차량이 정지하고
     후면에 전진/정지/후진 스위치를 누르고 페달을 밟으면 차량이 후진합니다.

2) 본체에 음악 및 경광등 버튼이 있으며, 재생을 원하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3. 사용하기 전에 모든 구성 요소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거리, 도로, 경사면, 수로 및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대리석, 바닥 타일과 같은 표면이 매끄러운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회로 및 전기 부속품을 개조할 수 없습니다.
7. 회로 손상을 피하기 위해 제품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8. 아이가 부딪혀서 다칠 가능성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반드시 충전기를 제거해 주세요.

작동방법



WARNING
- 제조상 규정한 충전기와 배터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브랜드 충전기 혹은
   배터리 사용 금지
- 본 제품 충전기와 배터리를 다른 제품에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제품 회로 구조를 함부로 개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배터리 + -극 극성에 맞게 끼워야 합니다.
- 통풍이 잘 되는 곳, 건조한 곳에서 충전해야 합니다.
- 충전기 및 배터리를 분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배터리가 방전된 경우 대호토이즈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배터리를 거꾸로 놓지 마세요.
·충전 전에 잭이 파손된 곳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충전시켜야 합니다.
·배터리를 고정한 후 사용하세요.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시 반드시 먼저 충전을 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충전해 주어야 합니다.
·충전기 및 배터리는 직사광선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충전 시 4~6시간 충전을 권장하며 12시간을 초과하지 말이야 합니다.
·완충 시간은 8~10시간 충전하며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지 마세요.
·오토바이의 속도가 현저히 느릴 경우 배터리를 제 때 충전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사항)에 대한 부분과 기타 고객님의 부주의로 문재가 발생할 경우
   본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 해결방법

제품이 작동되지 않음
 

제품의 속도가 느림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음

 

1. 배터리 플러그가 느슨한지 확인하여주십시오.
2. 전진 / 정지 / 후진 버튼을 확인하여주십시오.
3. 퓨즈가 끊어지거나 깨진 경우 새 것으로 변경하십시오. 
 

1. 과부하 여부
2.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여주십시오.
3. 바퀴가 무언가에 걸렸는지 확인하여주십시오.
 
1. 배터리 및 충전기 고장 여부
2. 충전기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참고: 이 지침의 제품 사진, 기능 및 소개는 참조용이며 실제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