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체크사항

리모컨

사이드 미러 설치하기

열쇠

좌측 사이드 미러 우측 사이드미러

충전기 사용자 메뉴얼

팔각 렌치 사이드 미러용 스패너



리모컨의 잠금해제버튼을 누르면 “ POWER”버튼에 불이 들어옵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탑승한 뒤, 사이드 스탠드를 올립니다. 

“POWER”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켜집니다. 

파킹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READY”마크가 뜹니다. 

시동걸기

시작하기

스로틀을 당기면  차량이 움직입니다. 



차량 & 부품

부품 설명

사이드 미러

LED헤드 라이트

Front suspension

스토리지
(수납공간)

시트

알루미늄 경량 휠

240mm 빈티지 디스크 브레이크

3단계 조절발판

FOC 컨트롤러

사이드 스텐드

보쉬 16인치 
알루미늄 모터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

후방 스윙암

테일라이트

번호판 브라켓동승자 발판

다기능 계기판

뒷 브레이크 레버

좌측 스위치 세트
방향등 스위치

우측 스위치 세트

스로틀

앞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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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부품

계기판 조작

기능 버튼

속도 표시

주행 가능 거리/ 주변
온도/ 오류코드를 
나타냅니다. 

총 거리 표시

현재 주행 속도를 보여줍니다. 
컨트롤러의  실제 온도를 
나타냅니다. 

SOC 표시 막대
배터리 잔량표시

SOC  표시
배터리 잔량을 %로 표시

라이딩 모드 표시

계기판 표시 변환------ 레인지/ 온도

보통 모드에서  기능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다른 모드로 변환됩니다.
 
수동으로 계기판의 백 라이트를 켜고 싶다면,
(글자와 배경 라이트를 모두 켜는 경우)
노멀 모드에서 2초이상 8초이하로 기능버튼을  누릅니다. 

단위를 바꾸고 싶다면 (KM/Mile and KM/P & MPH)
노멀 모드에서 8초 이상 기능 버튼을 눌렀다 뗍니다. 

오류

충전표시등

데이터 커넥팅

1: 에코모드

2: 노멀모드

3: 스포츠 모드

상향등 켜짐

파킹표시

방향등 표시

베터리 오류 표시

시작  (주행가능 표시)

에러코드와 
에러리스트



기능조작 가이드

왼쪽 스위치 세트 오른쪽 스위치 세트

이 차량에는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1단계: 에코 모드
2단계: 노멀 모드
3단계: 스포츠 모드

방향 표시등 버튼상향/하향 표시등 버튼

파킹버튼 

전방 라이트  

모드 체인지



기능조작 가이드 

파워버튼(전원) 리모컨 조작

“POWER” 깜박이면 잠김모드입니다.

리모컨에서 잠금해제 한 뒤 파워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다시 한 번 파워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TC의 고기능 리모컨로  20m 반경안에서 잠금기능과 
잠금해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해제

잠금

잠금 – 차량  정지 상태에서 사이드 스텐드를 내린 
후 잠금 버튼을 누르면 파워버튼이 깜박이면서 “
잠금”상태가 됩니다. 

잠금해제-  파워버튼에 지속적인 불이 들어 
오면 “잠금 해제 “상태입니다. 

“POWER” 버튼에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오면 차량이 잠금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붉은 테두리에 불이 들어오면 
출발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기능조작 가이드

핸들 잠금 스토리지 & 시트

파킹된 차량의 핸들을 좌측 끝까지 돌려서 핸들 잠금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핸들 잠금”상태가 됩니다. 

핸들 잠금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핸들 잠금 해제”가 됩니다. 

키를 꽂아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토리지가 열립니다..

키를 꽂아서 왼쪽으로 돌리면 시트가 열립니다.

LOCK

UNLOCK



기능조작 가이드

전원 스위치 끄기 3단계 발판 조절

전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전류에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전원 스위치가 
꺼집니다. 

라이더의  편안한 포지션을 위해 3단계로 발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이런 경우에는 전원 스위치를 “ OFF” ( 꺼짐)내려주십시오. 

A. 배터리팩을 분리하기 전;
B. 차량  청소하기 전;
C. 장시간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트를 열어서 팔각 렌치를 꺼냅니다. 

발판의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편안한 포지션으로 발판을 맞춘 뒤 볼트를 조여줍니다. 



주행 가이드

★ 주의:

주행 전 사이드 스탠드가 올라갔는지, “핸들 잠금”이 해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행 중 “파킹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므로 “파킹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정차상태에서 “사이드스탠드”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 시동이 꺼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할 상황이라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워 두시길 권장합니다. 



배터리 사용법



배터리 사용법

배터리 충전하기

스토리지를 열고 전원버튼을 내린 뒤 트레이를 빼냅니다. 파워커넥터를  분리합니다.

키를 배터리 락커에 꽂아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터리팩이 분리됩니다. 

배터리팩을 차량에서 꺼냅니다. 



배터리 사용법

배터리가 완충되면 10단계의 표시등에 모두 불이 켜집니다. 

★ 주의사항:

수분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충전 작업 온도 : 0 - 45℃, 방전 작동 온도:-20 - 45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 팩을 분리하여 보관해 주세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지정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으므로 임의로 분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팩 및 충전기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장시간 배터리 사용이 없을 경우 충전량의 50%만 충전하시고 2달에 2시간 정도 재충전 하십시오. 

충전기를 보관할 때는 배터리 팩에서 분리하십시오. 

배터리 팩 보관 조건 : 주변온도 -20~35℃, 주변 습도 60%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