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고객 안내사항

연결 및 설정방법

GJS ROBOT 제품을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품 조립 및 사용 전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1
전원 ON / OFF
약 2초 동안 LED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제품 조립 전 주의사항
① 이 제품은 조립이 필요합니다. 조립을 시작하기전에 조립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조립을 진행해 주십시오.
② 날카로운 부분이 포함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하시고 어린이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③ 이 제품은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세미만의 영유아로부터 멀리 보관하여 주십시오.
④ 조립부품을 떼어낼 때 날카로운 칼이나 모형용 니퍼 등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칼이나 니퍼는 8세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감독하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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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조립 부품은 비닐로 밀봉되어 있습니다. 비닐 개봉 전 반드시 내용물을 살펴보시고 누락/파손 부품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닐 개봉후에는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 포장지를 개봉한 이후에 발생되는 조립, 개조과정에서 파손된 부품 또는 분실된 부품은 AS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AS규정은 GJS KOREA 공식 홈페이지 ‘CS’ -> ‘AS안내접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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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로봇

배터리 관련 안전 주의사항
2

STEP 2
초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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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켠 후, 로봇과 컨트롤러의 WPS (Wi-Fi 셋업 버튼)을 각각 누릅니다.
이 경우 두 전원 LED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입니다.

배터리 장착 방법

① 배터리 장착 또는 분리 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로봇은 7.4V / 컨트롤러는 3.7V 리튬이온 배터리이며, 성인의 감독하에 충전 및 사용 되어야합니다.
③ 원활한 성능과 제품의 고장 방지를 위하여 9V 고속충전기가 아닌 5V 일반충전기로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④ 배터리 충전 시, 로봇으로부터 배터리를 분리 후 충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하여 구성품으로 제공된 USB케이블을
사용해 주십시오.

WPS 버튼

⑤ 배터리가 충전 완료된 뒤에는 케이블과 분리하여 주시고, 과충전을 하게 될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WPS 버튼

⑥ 오랜 시간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 잔량을 약 50%~60% 정도 충전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GANKER EX 한글 사용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GANKER EX 마스터가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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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는 4 페이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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