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HRONE S
USER GUIDE

• 사용 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보관하십시오.
• 설명서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자녀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의 그림은 설명용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품의 구성, 기능과 디자인은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에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상 안전 벨트와 안전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차량에 별도로 부착하는 모든 하중은 차량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 주차 브레이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떠나지 마십시오.
＊ 오르막 또는 내리막 주차는 피하십시오.
＊ 차량을 잘못 조립하거나 사용하면 차량이 손상되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차량에 과부하를 주지 마십시오.
＊ 자녀의 안전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 자녀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모든 잠금 장치가 체결 및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차량에 자녀가 탑승한 채로 절대로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임의 변경 또는 불법 개조를 금합니다.
＊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제품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에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요.
＊ 제품을 조작할지 모르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운전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 랜탈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시 A/S 불가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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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정보

제품 사용 주의사항
1. 이 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지침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2. 차량 본체에 이물질 제거 시에는 반드시 배터리와 충전기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3. 차량의 세차는 물의 사용을 금지하며,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4. 탑승 전에는 수시로 타이어의 공기압을 체크해 주십시오. (본체 적정 타이어 공기압: 40psi)
5. 제품을 전기 히터나 가스 히터 같은 화기나 강한 열원 부근에 두지 마십시오.
6. 제조업체가 제공한 것 이외의 교체 부품이나 승인하지 않은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7. 모든 필수 구성 요소 및 잠금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8. 안전벨트를 채울 때는 자녀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자녀 몸에 잘 맞도록 조절하십시오.
9. 차량에 타고 있는 자녀가 몸을 지나치게 좌우 혹은 전후로 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달라져서 차량이
전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10. 이 차량은 침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잠을 자야 한다면 적절한 침대에 눕혀야 합니다.
11. 후방핸들 탈부착시 반드시 메인 전원을 끄고 탈부착해 주십시오.
12.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모든 언급은 미는 위치에 서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제공됩니다.

안전 운행 주의사항
1. 전동차 최대 탑승 중량은 본체 130kg, 보드 90kg입니다.
2.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 주십시오.
3.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 후 보호자와 함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급격한 방향 전환을 삼가십시오.
※ 낙하 및 충돌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5. 안전운행을 위해 반복 학습하여 운행에 적응한 뒤 속도를 조금씩 높여 운행하십시오.
6. 급출발, 급제동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7. 우천시 운행을 삼가 주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8. 전동차 본체의 전/후진 스위치는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변경하여 주십시오.
9. 경사, 차도, 계단, 물가 등 위험한 장소에서는 운행을 절대 금지합니다.

10. 경사에서는 보드에서 내려 후방 모드 1단계로 설정 후 속도를 낮춰 운행하십시오.
11. 주행시 모드 변경을 절대 금지합니다. (주행 중 모드 변경시 차량이 급정거 할 수 있습니다.)
12. 후방핸들 고정 노브의 고정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고, 운행시 절대 위로 들지 마십시오.
13. 후방핸들은 운행 조향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무리한 충격과 임의적 힘이 가해졌을 경우 분리/파손
될 수 있습니다.
14. 성인시트와 후방 보드 동시 탑승시 안전운전을 위하여 반드시 본체 탑승자는 본체의 핸들을 잡고,
서행운전(7km/h 이하) 하십시오
15. 언덕주행, 과다인원 탑승 등 과사용시 컨트롤러와 모터 과열로 ‘삐~’ 경고음과 함께 차량이 멈출 수
있습니다.(보호 회로 작동) 과사용을 중단하고 컨트롤러와 모터를 식힌 후 재운행 가능 합니다.

차량 보관 주의 사항
1. 메인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보관시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습니다. (최대 7일)
2. 경사진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3. 장기 보관시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 하여 보관 하십시오. 장기 보관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1달에
한번씩 배터리를 완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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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전 확인사항

1. 배터리 연결 확인
• 배터리가 본체의 전원단자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전원 ON/OFF 확인
• 주행을 시작하기 전 전방 계기판 좌측 하단 전원 스위치를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배터리 잔량 확인

• 정지 및 보관 시 전원 스위치를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OFF 시켜 주십시오.
(경사도에서 차량 보관 주의)

3. 배터리 잔량 확인
• 배터리 잔량은 전방 계기판, BDI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배터리 램프 2칸 이하 점등시 배터리 충전을 권장합니다.

4. 주행 모드 확인
• 후방 계기반 주행모드가 원하는 기능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OFF로 되어 있을시 사용하려는 모드로 설정합니다.

주행모드 확인

• 주행모드에 따른 사용 환경을 미리 숙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행모드에 따라 속도가 달라 위험 할 수 있습니다.)

5. 속도 조절 다이얼 확인
• 속도 조절 다이얼이 ‘0’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원하는 속도에 다이얼을 설정한 후 주행합니다.
속도조절 확인

6. 후방 손잡이 고정 및 연결 확인
• 후방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고정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행 중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후방 손잡이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타이어 공기압 확인
• 본체 타이어 공기압이 40psi가 되도록 공기압을 유지해 주십시오.
• 후방보드 타이어의 공기압이 70psi가 되도록 주입해 주십시오.
- 과다한 공기압: 딱딱한 승차감
- 부족한 공기압: 펑크 위험, 속도 저하, 둔감한 핸들링
- 부족한 공기압 상태에서 이용시 타이어 눌림 등의 변형으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안전을 위한 확인
• 아이의 안전벨트가 잘 매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야간 주행의 경우 안전을 위해 해드 램프와 언더 램프를 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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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품

• 잠깐 시간을 내어 패키지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 누락된 부품이 있을 경우 구입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제품의 구성은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디트로네S 차체

배터리

보드, 보드 고정핀

스티어링 휠

후방 핸들

시트

충전기

충전 케이블

04

제품 등록

• D.THRONE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온라인 www.dthrone.com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 D.THRONE는 고객님의 의견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D.THRONE 전동차 또는 기타 D.THRONE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D.THRONE의 웹사이트 www.dthrone.com에 방문하여 계정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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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명칭

14

13

12

11

10

09
08
07
15

06

16

05

01

02 03

04

01 그릴

06 바디

11 스티어링 휠

02 타이어

07 바디 몰딩

12 가니쉬

03 휠캡

08 후방 휀다

13 후드

04 휀다 플레이트

09 성인 시트

14 전방 휀다

05 휠

10 유아 시트(등판/좌판)

15 해드 램프
16 엠블럼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7 후방 계기판

20 후방 패널

23 보드 휀다

18 후방 액셀러레이터

21 테일 램프

24 보드 램프

19 후방 손잡이

22 보드 고정핀

25 보드 고무 밴드
26 보드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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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

전방 계기판 조작

03

04

05 06

07

08

01
02
01 전동차 전원: 전원 ON/OFF

05 자가 진단 램프: 에러코드(점멸 횟수) 표기

02 고속/저속: 고속/저속 모드 선택

06 배터리 BDI: 배터리 잔량 표기

03 해드 램프: 라이트 ON/OFF

07 속도 다이얼: 주행속도 설정

04 언더 램프: 라이트 ON/OFF

08 전진/후진: 전진/후진 모드 선택

01 전동차 전원: 전원 ON/OFF
• 주행을 시작하기 전 전방 계기판 좌측 전원 스위치를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 정지 및 보관 시 전방 계기판 좌측 전원 스위치를 2초 이상 눌러 전원을 OFF 시켜 주십시오.
(경사도에서 차량 보관 주의)

02 고속/저속 선택
• 저속(7km/h)과 고속(15km/h) 선택 스위치
• 전원 ON 시 저속으로 고정 세팅. 고속 선택 위해서는 저속→고속 선택

05 자가진단 램프
• 차량 정지 불가 혹은 이상 경고음 발생시 자가진단 램프 점멸
• 점멸 횟수 AS 센터에 알려 이상 조치
2번

충전 후 사용

4번

5번

페달 모듈 점검 / 교체

6번

과사용 중지

9번

빨간레버(브레이크) 확인

15번

과열 / 과사용 중지

16번

모터, 컨트롤러 손상

17번

4P와이어 확인

06 배터리 BDI
• 배터리 잔량 표시
• 배터리 램프 2칸 이하 점등시 배터리 충전 필요 (완충 4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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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후 사용

후방 계기판 조작

06

07

08

05

04

09

01

02

03

01 P버튼: 주차

04 모드 선택 노브

02 R버튼: 후진

05 수동 모드

03 스피드 다이얼/크루즈 버튼

06-08 후방 모드 (1/2/3 단계)
09 전동차 모드

모든 작동은 후방 계기판 조작 우선
01 P버튼
• 파킹 브레이크 버튼, 수동 모드로 언덕이나 무빙워크 이동시 차량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한 정지 버튼
• 주행 중 사용하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파킹 브레이크 버튼은 정차 중에만 사용하십시오.

02 R버튼
• 누르는 동안 후진 (3Km/h 고정)

03 스피드 다이얼 / 크루즈 버튼
• 각 운행 모드에서 속도 조절

[운행모드 선택]
05 수동 모드
• 무동력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 푸시카 수동 주행 모드
• 크루즈 기능: 수동 모드에서 스피드 노브 속도 설정 후 누르면, 일정한 속도로 주행

06-08 후방 모드
• 후방 모드: 보드에 탑승하여 후방핸들의 액셀러레이터 사용하여 주행하는 모드
• 1단계: 최고 속도 70%, 입문자용
• 2단계: 최고 속도 100%, 숙련자용(소프트 하게 가속)
• 3단계: 최고 속도 100%, 숙련자용(하드 하게 가속)

09 전동차 모드
• 전방 계기판 스위치 및 풋 액셀러레이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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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

프리 핸들 고정
1) 핸들을 Front Shaft 에 1단만 넣으면 Free Handle 상태가 됩니다.
2) Free Handle에서 손잡이(인덱스 플렌저)를 당긴 상태에서 2단으로 내리면서 넣으면 핸들이 고정되어
조향할 수 있습니다.

후방핸들 고정 및 와이어 연결
1) Rear Shaft에 후방핸들을 넣고, 후방핸들 고정 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고정합니다.
2) 4P 와이어의 단자 홀에 잘 맞춰 시계 방향으로 돌려 연결합니다.

※ 고정 노브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 핸들을 들어 차량을 이동할 경우 후방핸들이 뽑히면서
4P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커넥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후방핸들 탈부착시 반드시 전원을 끄고 탈부착 하십시오.

보드 연결
1) 보드를 리어 보드 커넥터에 넣습니다.
2) 보드핀을 고정 홀에 넣습니다..
3) 보드핀에 스냅핀을 넣어 고정합니다.
※ 보드를 접어 이동할 경우에는 보드의 고정용 고무 밴드를 이용하여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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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장착
1) 그릴 상단부 엠블럼 부위를 누르면 ‘딸깍’ 소리와 함께 그릴이 열립니다.
2) 배터리 전면 중앙에 철제 잠금 와이어를 차량 안쪽으로 밀면서 위로 당기면 잠금 와이어가 풀립니다.
3) 배터리를 홈에 맞춰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4) 본넷 정면 좌측 상단부의 전원 커넥터를 배터리 전원 단자에 꽂아 전원을 연결합니다.
5) 철제 잠금 와이어를 다시 결합합니다.

※ 배터리 사용 주의사항
• 배터리는 반드시 당사를 통해 제공된 정품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의 충전은 안전이 확보된 공간(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서 반드시 성인이 충전하여 주십시오.
(완충 시간 5~6시간 소요)
• 배터리를 충전 중 집, 기타 장소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요,
•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와 충전기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충전하여
주십시오. 발생된 열에 의해 주변의 색상과 모양이 변형 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의 보관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 배터리의 침수, 임의 분해, 개조는 절대 금하여 주십시오.
• 장기간 보관시에는 배터리 잔량을 70-80% 이상 충전하여 보관해 주십시오.
• 배터리의 단자부가 손상되거나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충전 및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 배터리를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구입처를 통하여 폐기하거나 자체 폐기하실 때 산업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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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제원
[단위: mm]

1,100

535

1,050

470

600

1,520

모터형식 / 용량

트랜스액슬(차동기어) DC 24V 300W

배터리 형식

리튬이온 24V 28.8AH

배터리 전용 충전기

24V DC / 6A

컨트롤러

17단계 램프 발광형 자동진단 시스템

승차인원

최대 성인 2명 + 유아 1명

유아용 최고속도

7km/h

성인용 최고속도

15km/h

최대 운행 거리

30km

구동 방식

후륜구동

가속 방식

속도 감응형 가변제어 형식

속도 조절 방식

다이얼형 속도 조절기(0 - 100%)

페달 형식

오르간 타입 액셀러레이터 페달

스티어링

2단계 조절 가능

전장/전폭/전고

차체: 1,050mm(L) x 600mm(W) x 535mm(H)
보드, 후방 손잡이 장착 시: 1,520mm(L) x 600mm(W) x 1,100mm(H)

전체 무게

41.5kg

휠 / 타이어

본체 에어튜브 타이어: 12inch / 휠: 8inch / 공기압: 40psi
후방보드 에어튜브 타이어: 6inch / 휠: 4inch / 공기압: 70psi

서스펜션

4륜 서스펜션

조향 방식

4점 링크

해드램프

고휘도 LED

사이드 플레이트

알루미늄(아노다이징)

시트 / 핸들

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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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센터

한국에 한함. 기타 국가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THRONE AS / CS 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5번길 7-3, 2층
운영시간: 10:00-17:00 (월요일-금요일)
- 1544-1946 (안내 내용을 끝까지 듣고 계시면 번호가
자동 저장되며, 디트로네에서 회신드립니다.)
[카카오톡 ‘디트로네’ 채널]

- 카카오톡 ‘디트로네’ 상담

09

매장 안내

송파 컨셉스토어 & 라운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 1층
02-422-5021

광교 아브뉴프랑 쇼룸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아브뉴프랑 1층
070-4659-0056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쇼룸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번길 186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032-729-5132

부산 아난티 쇼룸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68-31 힐튼호텔 아난티 타운
051-604-7264

대전 쇼룸
대전 유성구 봉명서로 61-1 1층
042-867-0985

[디트로네S 퀵가이드 1편]

[디트로네S 퀵가이드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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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공정관리를 거쳐 제작된 제품입니다.
만일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품질 보증 기간
1) 제품 보증 기간은 보증서에 의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당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자 설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 구매일 산정 기준
• 제품 보증 기간 산정은 소비자의 제품 수령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품 수령 일자 및 시리얼 넘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출고 일자로부터 12개월을
보증합니다. (제품 출고일자: 공장 출고일)
※ 품목별 품질 보증 기간 (수령 일자로부터 계산)
• 전장류(라이트 테일램프, LED): 12개월
•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브레이크 모듈 : 6개월
2) 품질 보증 기간 이후라도 동일 부위 고장으로 인해서는 2개월 내 재수리는 무상으로 처리합니다.
3) 외관 스크래치, 도장품, 기타 소모품(가죽 등)은 품질 보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2. 유상수리
1) 품질 보증 기간 경과 후에 고장이 발생한 제품
2) 품질 보증기간 중이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상의 과실/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사용상의 과실/부주의로 인하여 제품이 파손된 경우: 외관 부품(헤드라이트, 튜브, 타이어 등)
• 언덕길에서의 과속이나 모드에 부하를 주어 모터가 파손된 경우
•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주변장치, 배터리, 모터 개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고장
• 본 제품을 영업용도(대여사업, 체험존 운영, 기타 비정상적 사용 환경 등)로 사용하는 경우
• 침수나 이물질 오염으로 인한 제품의 훼손
•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보증기간 이내 포함)
• 기타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교환/반품 안내
1) 구매하신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제공된 경우.
단, 주문내용과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제품 미사용 상태에서만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2) 제품 인도 당시 제품이 파손된 경우
3) 수령 후 7일 이내 배터리, 모터의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4) 동일 부위 고장으로 3회 수리 후 고장이 재발한 경우 (보증기간 이내)
5) 서로 다른 고장 부위로 4회 수리 후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 이내)
6) 제품 교환은 개별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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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불 규정
1) 구매하신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제공된 경우
2) 구매 후 7일 이내 배터리, 모터의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 파워트레인의 심각한 결함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
• 프레임의 결함으로 심각한 수리(절곡, 용접)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주의사항
• 수제 제품의 특성상 고객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불가합니다.
• 수제 제품의 특성상 당사에서 기준으로 하는 제품의 공차, 유격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반품은 불가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구매한 제품은 대한민국에서만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가에서 구매한
경우 해당 국가 판매자의 품질보증 정책이 우선합니다.

5. 교환/환불 미적용 대상
1) 별매 액세서리 불량일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2) 소프트웨어 불량일 경우 교환,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3) 제품을 개봉하여 새제품으로서의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교환 / 반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4) 제품의 제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매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5) 제품 구매 영수증이나 구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환불
처리가 불가합니다.

제품명 / 모델명

D.THRONE S

S/N

고객명

연락처

제조년월

별도표시

제조국명

KOREA

제조자명

주식회사 디트로네

A/S

1544-1946

구입처명

구입처 연락처

구매일자

품질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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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일부 부속 제외)

고객지원센터: 1544-1946 (운영시간: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www.dthr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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