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희 타프토이즈의 완구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조립 및 분해는 반드시 성인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설명서를 보관해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help@enfix.co.kr

KR : 건전지 설치방법
건전지를 완구에 넣어주세요.(건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건전지 커버를 분리해주세요.   커버를 열고 AA 사이즈의 건전지를
넣어주세요.   커버를 닫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다시 조립해주세요.
건전지를 리모콘에 넣어주세요.   아래 사진과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건전지 커버를 분리해주세요.
   커버를 열고 AA사이즈의 건전지를 넣어주세요.   커버를 닫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다시 조립해주세요.

펭귄 플레이 앤 킥 자동차 완구

KR : 조립방법 : 그림과 같이 스트랩을 연결해주세요. 완구 뒤편의 끈을 뒤쪽 플라스틱 지지대의
아래쪽 슬롯으로 넣고 위쪽 슬롯으로 뺀 뒤 벨크로를 이용하여 스트랩을 붙여주세요.   완구의
플라스틱 지지대를 자동차 헤드레스트에 연결해주세요.   처음 연결한 끈을 사용하여 각도를
조절해주세요.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벨크로를 이용하여 좌석에 고정 시킬 수 있습니다.
작동방법 : 완구 뒤편의 스위치를 달 모양 위치로 옮기시면 수딩(야간) 멜로디 모드가 활성화 되고,
해 모양 위치로 옮기시면 활동(주간) 멜로디 모드가 활성화 됩니다. 완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스위치를 OFF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완구의 밑부분을 발로 차면 멜로디와 조명이 활성화스위치를 OFF에 위치하시면 됩니다. 아이가 완구의 밑부분을 발로 차면 멜로디와 조명이 활성화
됩니다. 부모님은 리모콘을 사용하여 활동(주간) 멜로디 혹은 수딩(야간) 멜로디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키 - 수딩(야간)모드 / 오른쪽 키 - 활동(주간)모드)
플레이 모드 : 수딩(야간)모드 - 2가지 멜로디 - 리모콘의 왼쪽 키(달모양)을 누르시거나 완구의
아래쪽을 밟거나 눌러주시면 멜로디와 조명이 활성화 됩니다. 다시 한번 리모컨을 누르시거나
아래쪽을 밟아 주시면 다음 멜로디가 진행되고, 세번 누르시면 작동이 멈춥니다. 멜로디는
10분간 재생됩니다. 

활동(주간)모드 - 1개의 멜로디 - 수딩 모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이 가능하며 세번 반복할
경우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KR 주의!
   연령 : 0개월 이상
   조립 및 설치는 성인이 하셔야 합니다.
   추후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해당 설명서를 보관 바랍니다.
   부착물은 설명서 대로 자동차 헤드레스트에 정확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개조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 종류의 끈이나 줄로 묶지 마세요.
   운전 중에는 리모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건전지 안전 정보
   건전지는 성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건전지 액이 누출 될 경우 아이는 물론 제품에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품질의 건전지를 사용해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새 건전지와 오래된 건전지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비 충전식 건전지는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식 건전지의 충전 시 성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충전식 건전지의 충전 시 성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알카라인 건전지와 일반적인 니켈 - 카드늄 건전지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전부 소모된 건전지는 모빌에서 제거해주십시오.
   전부 소모된 건전지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바랍니다.
   같거나 동등한 형태의 건전지를 사용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전원 단자는 단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보관된 건전지는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