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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반품 규정 안내
해당 제품은 해외배송 상품으로 일반 전동킥보드 교환/반품 규정과 다르오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지정 택배사: 롯데택배
반품 배송비: 60,000원 / 교환 배송비:60,000원 (편도기준)
본 상품은 로리스토어와 반품사유, 택배사, 배송비 등 협의 후 반품진행이 가능합니다.
제품운행에 문제가 없는 생산공정, 포장, 배송중 발생된 단순 스크래치는 반품/교환이 가능하나 그에 따른 배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반품/교환 요청 가능 기간
구매자 단순변심: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구매자 국제 왕복 운송료+수입세금 및 제비용 부담)
초기불량: 상품 수령 후 10일 이내 (판매자 반품 배송비 부담)
반품/교환 요청 불가 사유
반품/교환 요청 가능 기간이 지났을 경우
구매자의 사유로 제품이 멸실 혹은 훼손된 경우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불가할 정도로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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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시 주의사항

충전 시 안전사항

타이어 외관 및 공기압을 체크해 주세요.

충전기와 제품을 홈에 맞춰 연결합니다.

(펑크 문제는 무상3개월 AS신청하셨더라도 소모품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처리됩니다.)

제품과 연결된 충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무리한 언덕 주행은 배터리와 모터에 과부하 원인이 됩니다.

연결이 문제없이 이루어지면 충전기에 빨간불이 점등됩니다.

장거리는 2단 기어로 주행해야 배터리 온도컷으로 전원 꺼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의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뀝니다.

제품은 물에 취약합니다. (비와 눈이 오는 경우 가급적 운행을 중단하고 피해주세요.)

충전 완료 시 충전기와 제품을 분리하여 보관해 주세요.

경사진 곳, 내리막, 장애물 등이 있는 표면, 계단 등에서는 제품 사용 시 주의해 주십시오.
과속 시 억지로 몸을 심하게 기울일 경우 중심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을 해주십시오.

주의하세요!

핸들에 무리하게 기대거나 제품을 앞, 뒤로 흔들며 주행하지 마십시오. (핸들유격 및 T바 부러짐의 원인이 됩니다.)

충전기 연결 후 2시간 이내로 빨간불이 점등되지 않으면 즉시 구입처로 문의해 주세요.

주행 시, 점프를 하거나 장난을 치지 말아주십시오.

무리한 조작 중 발생하는 피해는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 운행 시 안전속도를 준수해 주십시오.

메뉴얼을 따르지 않은 무리한 조작 중에 발생하는 피해는 판매자의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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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처리 및 규정안내

겨울철 전동제품 관리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충전 시에도 완충이 되지 않아 주행거리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무상AS 3개월 선택하신 분

전동제품을 장기간 보관하실 경우 완충을 하신 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터, 배터리 3개월 무상AS, 소모품 제외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충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전동제품의 사용횟수가 줄어들고 다시 날씨가 따뜻해질 때까지 장기간 보관하실 경우,

주행거리

500km이내

500km이상

2000km이상

비용

무상 교체

100km마다
+10,000원

전액 부담

거의 방전이 된 상태에서 제품을 방치하게 되면 배터리에 심방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방전 발생시에는 배터리 용량이 일부 손실되면서 배터리 사용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모품: 액정, 브레이크레버, 튜브, 타이어, 라이트컨트롤러, 후미등 등

무상AS 선택 안하신 분
모터, 배터리, 소모품 상관없이 유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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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사용법

계기판

브레이크레버
계기판

액셀레버
높낮이 레버

브레이크레버
높낮이 레버
헤드라이트
서스펜션
폴딩레버
보조레버
후미등

후미등
헤드라이트
폴딩레버

킥스탠드
서스펜션

전조등 표시: MODE를 길게 누르면 라이트 표시가 켜집니다.

보조레버

킥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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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모드: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력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주행할 때 5초 정도 속도변함없이 운행을 할 경우
표시등이 ON, 브레이크를 잡거나 속도에 변화가 있을 때 고정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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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판 설정

브레이크 동력
단수: 총 3단까지 있으며, 1단에서 3단으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집니다.

계기판에 보이는

(전원) 버튼과

(모드)버튼을 동시에 약 5초간 눌러줍니다.

P01: 디스플레이 밝기 / 1,2,3으로 갈수록 밝아짐

속력 표시: 현재 주행중인 속력을 나타내 줍니다.
각종 기능:

(내부 내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P02: 거리 단위 / 0:km ; 1:mile

눌러 ODO(총 주행거리), TRIP(실시간 주행거리), V(전압), A(전류), TIME(운행시간), E(에러코드) 확인

배터리 잔량표시: 현재 배터리 량을 나타내며, 완충했을 경우 H까지 가득 차고 점점 L로 떨어집니다.

P03: 전압
P04: 화면 자동꺼짐 / 0: 계속 켜져있음 ; 1-60: 조절가능
P06: 타이어 지름 / 단위:inch ; 정밀도:0.1
P07: 모터출력 / 범위 1-100

전원 버튼: 전원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ON / OFF됩니다.
MODE 버튼: 짧게 한번씩 눌러주면 기어가 0 - 3까지 변경됩니다.
ERRO: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에러코드 아이콘
아이콘이 깜빡거릴 때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 고장코드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08: 제한속도, 킥보드 최대 속력
P09: 출발모드 / 0: 급출발 ; 1: 발구름 출발
P10: 동작모드설정
P11: 보조동작 민감도 설정 / 1-24
P12: 기동력 / 0: 최저 ; 5: 최고

에러코드가 떴을 경우 본사로 문의주세요.

P15: 킥보드 속도 백분율 표시 / 최대속도 100기준 (P08의 제한속도)
P99: 초기화 / P99 세팅값 설정 화면에서 MODE버튼을 5-6초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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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 방법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 펼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품을 펼칠 때, 폴딩 레버를 발판쪽으로 당겨주면서 봉부분을 위로 올려줍니다.
펼친 후 보조레버를 위로 끝까지 올려줍니다.
높낮이 레버를 이용해서 쉽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들부분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 모양을 따라하면 핸들을 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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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제품, 사용설명서, 충전기, 툴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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