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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타프토이즈의 완구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건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전지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가정용
쓰레기나 화기 물질과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건전지는 각 나라의 정책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구역에 안전하게 버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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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방법
   STEP A - 건전지를 넣어주세요 (건전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위 사진과 같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건전지 커버를 분리해주세요.
2. 위 사진과 같이 커버를 열고 AA 사이즈의 건전지를 넣어주세요.
3. 위 사진과 같이 커버를 닫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다시 조립해주세요.
   STEP B - 기본 모빌대(B)를 침대나 설치할 곳의 안쪽을 향하여 놓아주세요. 평평하게 설치할 곳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치 한 후 잠금 너트(A)를 사용하여 시계 방향으로 단단히 잠궈주세요.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치 한 후 잠금 너트(A)를 사용하여 시계 방향으로 단단히 잠궈주세요.
   STEP C - 모빌확장대(C1)와 곡선형 모빌대(C2)를 결합해주시고 조립된 것을 기본 모빌대(A)에 삽입
하십시오.
   STEP D - 가든완구(모빌/E)를 멜로디 완구(D)의 하단 고리에 부착하세요.
   STEP E - 멜로디 완구(D)의 윗 부분을 곡선형 모빌대(C)에 부착하세요.

모빌은 완벽하게 조립 된 상태에서, 제공된 안내 사항에 따라 모빌이 침대나 설치할 곳에 정확하게 설치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빌의 사용법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빌 작동방법
   전원(ON/OFF) 버튼 - 버튼을 누르면 30분간 멜로디가 재생되며 (8개의 클래식 멜로디) 멜로디 완구
가 회전합니다. 이 버튼을 한번 더 누르시면 음량이 좀 더 작아집니다. 세 번 누르실 경우 멜로디와
회전이 멈춥니다.
   앞으로 가기 버튼 - 다음 멜로디로 넘어갑니다.

분해 및 보관
   제품의 분해는 조립의 역순입니다.
   장기간 보관 시 건전지를 제거해주세요.

주의!
   조립은 성인이 하셔야 합니다.
   아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손이나 무릎을 사용하여 모빌을 만지려고 하면 모빌을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빌은 아이가 쥐도록 설계 된 것이 아닙니다.
   제공된 모든 고정 장치를 침대에 단단하게 부착하시고, 자주 확인 해주셔야 합니다.
   침대나 기타의 곳에 설치를 위해 추가적인 끈이나 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움직이는 차량에서는 이 완구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움직이는 차량에서는 이 완구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 설명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젖은 천이나 티슈를 사용하여 표면을 닦아 주시고, 전기와 습기가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물에 담그시거나 알코올을 사용하여 닦으면 안됩니다.

건전지 안전 정보
   건전지는 성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건전지 액이 누출 될 경우 아이는 물론 제품에 안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좋은 품질의 건전지를 사용해주시길 권장 드립니다.
   새 건전지와 오래된 건전지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비 충전식 건전지는 충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식 건전지를 충전 시 성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충전식 건전지를 충전 시 성인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알카라인 건전지와 일반적인 니켈-카드늄 건전지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전부 소모된 건전지는 모빌에서 제거해주십시오.
   전부 소모된 건전지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바랍니다.
   같거나 동등한 형태의 건전지를 사용해주시길 권장합니다.
   전원 단자는 단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보관된 건전지는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