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정기적으로 부품의 장착상태와 파손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손잡이, 안장, 바퀴등의 손상과 조립상태를 
조립후  매 14일 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용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타이어 관리
타이어의 공기압은 30PSI ~ 35PSI를 유지
(2.0~2.4 Bar)하여 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로의 주행은 타이어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35PSI 이상의 공기압을 주입하는 경우 튜브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타이어와 바퀴의 손상유무와 
공기압 측정을 권장 드립니다.

세척관리
세차용 세제, 미온수, 부드러운 헝겊을 이용
주기적인 세척을 하여 주십시오.
염분이 없는 수돗물을 이용하십시오.

윤활유
표준 자전거 건식윤활제를 사용하여 축과
베어링등에 주기적으로 주입하여 주십시오.
WD40과 같은  습식윤활제는 사용하지마
십시오.

보관방법
따뜻하고 건조한 실내에 보관을 권장합니다.
외부의 극히 차가운 곳이나 뜨거운 곳에서의
보관은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미사용시 긴축과 짧은 축을 분해 후 
먼지 및 오염물질의 접촉을 피해 별도로 보관
하여 주십시오.

품질 보증
자사의 자전거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생산관리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아래에서만 1년간 품질을
보장합니다.
임의 개조에 대하여는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용 혹은 사업장내 사용은 3개월간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구매후 부품 누락 및 불량 발생시 판매사 혹은 수입
사 (주) 올리버 031-351-6437 / toymiso.co.kr
1:1 고객문의 게시판으로 요청주시면 빠른 응대
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후 사용자의 실수로 부품 파손 발생시 교환 및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부품은 별도로 구매
하셔야 합니다.

구매후 AS 요청시 구매처의 영수증 증빙서류가 필요
하며, 영수증의 구매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택배를 통하여 접수, 발송 업무가 진행
됩니다.

AS접수                 택배를 통한 수거 본사 입고

무상 혹은 유상 수리안내 및 비용안내              입금

수리진행              택배를 통한 상품 발송 (완료)

본 제품은 다음의 어린이 안전 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AS/NZS ISO 8124, EN71, CE, KC

안장의 높낮이 위치 설정
안장 조절용 고정장치(클램프)를 열어서 안장의 높낮이를 조절하신 후
고정장치를 닫음으로 안장의 높낮이를 원하는 위치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정장치를 열고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장의 높낮이가 고정되지 않
는다면 고정장치의 나사 너트를 적절하게 조여질때 까지 설정해 주십시오. 

아이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신만의 자전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장의 적절한 높낮이
안장의 높이가 아이의 성장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되지 못한 경우, 아이의 발이 바닥에 끌리거나 꺾일수
있습니다. 너무 높이 설정된 경우 아이가 스스로 제동을 하지 못하여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되오니 사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높이를 설정 하여 주십시오.

스티커

정면방향

정면방향

손잡이를 본체와 조립하기
보호용 플라스틱 마개를 본체에서 제거 하십시오.
손잡이 부품을 본체에 왼쪽 사진과 같이 삽입하여
주십시오.

손잡이의 위치와 앞바퀴의 고정구멍 위치가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일직선 상으로 정렬하십시오.

손잡이의 윗부분에 위치한 육각렌치 나사부분은
포함된 렌치를 이용하여 천천히 조여서 고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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