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들고 프로그래밍하고 플레이하십시오!

사용 설명서 



Botzees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품 정보 
제품명: Botzees
모델: 83101
패키지 내용물: 부품 130 개, 스티커 1 세트, USB 케이블 1개
적합한 연령대: 4세 이상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용량: 1500mAh
입력: DC 5V
주 재료: ABS 

Pai Technology Inc. 
520 Broadway, Second Floor, Santa Monica, CA 90401. 

질식 위험――작은 부품. 

장난감에는 작은 공이 들어 있습니다.

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경고: !

당신이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귀여운 프로그래밍 가능한 봇 Botzees를 
소개합니다. 내부 센서와 모터를 사용하여 이 사랑스러운 새로운 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하고 플레이하십시오. Botzees는 움직이고 드럼을 치고 춤을 추고 
소리를 내고 불이 켜지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Botzees는 학습 및 상상력 
개발을 위해 만들기, 코딩 및 창의력을 결합합니다! 



제품 내용물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전원 버튼 충전 포트

센서 연결 포트 

범용 휠 연결 지점

스피커

범용 휠

1. 메인 제어 블록: 
메인 제어 블록은 Botzees의 두뇌입니다. 그 위에 다른 전자 부품과 블록을 
조립하여 여러 가지 다른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 지점 

프로그래밍 가능한 조명 

후면

아래 

전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꺼집니다. 



2. 초음파 센서 블록: 

3. 디지털 서보 블록: 

초음파 센서 블록 및 디지털 서보 블록의 커넥터는 메인 제어 블록의 후면에 있는 
연결 포트에 연결됩니다. 

디지털 서보 블록은 회전 운동을 생성하는 모터입니다. 

초음파 센서 블록은 거리를 식별하고 장애물을 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전축 및 블록 연결 

케이블

거리 센서 및 효과 조명

케이블

커넥터

커넥터

블록 연결

두 소켓 중 하나에 연결

충전 포트

전원 버튼

커넥터가 오른쪽 방향을 향하게 하십시오. 



포함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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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제품에는 전원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티커



설치 

앱을 열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탭합니다. 버튼은 
빨간색이며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OFF”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사용 중인 전자 장치에서 블루투스가 
활성화되어 있도록 하십시오. 

2. 블루투스 연결 

1 2

1. 앱 다운로드 
App Store 또는 Play Store에서 
"Botzees AR"을 검색하십시오. 

호환: 

iOS 12 이상
iPhone XS 및 XS Max / iPhone X 및 XR
iPhone 8 및 8 Plus /iPhone 7 및 7 Plus
iPhone 6s 및 6s Plus
iPad Pro(모든 모델) /iPad Air(3 세대)
iPad(5 세대 및 6 세대)/iPad mini(5 세대)
Android 8.0+



6

연결을 하려면 전자 장치를 메인 제어 블록의 
10 인치 이내에 유지하십시오.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버튼은 녹색이며 “ON”이라는 단어가 
표시됩니다. 

전원을 켜려면 메인 제어 블록의 뒷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3 4

가 나타나면 장치가 메인 제어 블록과 

성공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5



3.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 

앱을 종료하고 전자 장치의 "Settings"으로 
이동하여 "블루투스"를 탭합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노란색 스피커 버튼을 
탭합니다. 

전자 장치가 오디오 블루투스를 자동으로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Pai_Audio_xxxxxx"
를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1

오디오가 연결되면 “Connected”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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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대상:
이 보증은 원래의 최종 구매자 또는 
제품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만 제공되며 다른 사람 또는 양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기간:
Pai 제품과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에 다른 보증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최종 구매자가 소매 구매를 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Pai는 Pai 공인 리셀러로부터 원래 포장에 신제품이 배송되어 
정상적인 조건에서 사용된 경우 본 제품은 
제조, 재료 및 제작상의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적용 제외:
이 보증은 부적절하거나 비합리적인 사용 또는 유지 보수로 인한 결함, 
작동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사고, 과도한 습기, 
곤충, 번개, 전원 서지, 부적절한 공급 전압에 대한 연결, 
원래 상태의 무단 개조 또는 변경, 부적절한 포장 또는 배송 절차로 인한 파손,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손상 또는 변형, 
비 Pai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제조, 승인 및/또는 허가된 국가 이외의 국
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개조가 필요한 제품 또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손상된 제품의 수리 및 승인되지 않은 대리점에서 구입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가 할 일:
보증 기간 동안 당사는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새 부품 또는 리퍼브 부품을 사용하여) 결함이 있는 부품을 
무료로 수리 또는 교체합니다.

제한 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 귀하가 해야 할 일:
공인 대리점에서 받은 구입 증명과 함께 제품을 반환하십시오. 구체적인 반환 및
배송 지침은 Pai Technolog(customerservice@pai.technology)에 
문의하십시오.

제한 보증 정보



기타 법적 권리:
이 제한 보증은 귀하에게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귀하는 주 또는 국가에 
따라 다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제한이나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제외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상기의 제한 또는 제외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Pai Technology Inc.는 본 장치가 
지침 2014/53/EU의 필수 요건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제품 관리

3. 코드, 플러그, 인클로저 및 기타 부품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그러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이 복구될 때까지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이 장치는 Industry Canada의 RSS-247을 준수합니다. 이 장치가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장치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1. 배터리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4. 권장되는 것보다 많은 수의 전원 공급 장치에 
장치를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5. 충전 가능 배터리는 성인의 감독 하에서만 충전해야 합니다.

이 제한 보증의 조항은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서면 또는 구두 여부와 관계 없이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합니다. Pai 기업의 최대 책임은 
귀하가 제품에 대해 지불한 실제 구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ai는 저장된 데이터의 손실, 손상 또는 
변형이나 장비 및 자산의 교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특수, 부수적, 결과적 또는 간접적 손해, 
그리고 Pai 제품에 저장되거나 제품과 함께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의 
복구, 프로그래밍 또는 재생을 위한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일련 번호가 있는 레이블이 제거 또는 훼손된 경우 
무효입니다.

기타 조건:



안전 

I. 안전한 사용 

      경고!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이 제품에는 하나 이상의 무선 구성 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병원 
또는 인화성, 폭발성, 유해 물질 근처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선 장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장치 관련 규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장치를 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이러한 규정은 
제품의 밑면 또는 기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기한이 지나면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하지 마십시오.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이 문서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체 보증은 이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제한 보증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추가적인 보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Pai Technology Inc.는 이 문서의 기술적 오류, 편집상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이드 정보 – 이 가이드는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 규제, 안전 및 환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고! 이와 같이 표시되는 텍스트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상 또는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상세한 제품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표시되는 텍스트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의 

이와 같이 표시되는 텍스트는 중요한 보충 정보를 제공합니다. 
손상 또는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의 사항:

주의 사항:

1. 규제 

2. 배터리 처리

I. Safe usage

      Warning!
the detailed product manual.

This product has one or more wireless components installed. In certain circum-
stances, wireless devices may be restricted: on airplanes, in hospitals, or near 
flammable, explosive, or hazardous materials. If you are not certain of the rules 

-

규제, 안전 및 환경



customerservice@pai.technology.

of the product.

      Warning of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please read the detailed product manual.

      Warning!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burn injuries, do not disassemble, crush, or 

circuits. Do not place into fire or water.
      Warning! 

6. Power cable
       Note! To reduce the risk of electric shock or equipment damage, please note 
the following:

If the power cord is equipped with a 3-pronged plug, plug the power cord into a 
grounded 3-hole socket. Do not tamper with the grounding prong on the power 
cord, as it plays an important safety role.
       Note! The toy shall only be used with a transformer for toys，and the output 
which is DC 5V is suitable. The transformer is not a toy, and misuse of the transform-
er can cause electrical shock.
       Warning! -
ble power adapter or a replacement adapter provided by Pai Technology.

- This product must be used under direct supervision by adults.
- Please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warranty to prolong the product’s life.

배터리는 보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쉽게 교체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고객 서비스 센터
(customerservice@pai.technology)로 문의하십시오. 

이 제품은 미국의 전자기 호환성 제한을 준수하도록 테스트되었지만 당사 
제품이 아닌 제품이나 기타 권장 액세서리의 사용은 제품의 전자기 호환성을 
변경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역 경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상세한 제품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경고! 화재 또는 화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배터리를 보관하십시오. 

기타 건강 및 안전 정보

찌그러뜨리거나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배터리의 외부가 회로에 직접 닿게 
하지 마십시오. 불 또는 물 속에 넣지 마십시오.  

경고! 

- 이 제품은 성인의 직접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 제품이 액체 또는 기타 파편과 접촉한 경우 즉시 닦아내십시오.

- 제품을 잘못 취급하거나 던지지 마십시오.
- 제품을 억지로 끼워 넣거나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 변형 또는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열 장비 또는 고전압 장비 근처에 이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제품 손상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청소하십시오. 제품을 세척하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은 물과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3. 공장 밀봉 배터리 

4. 전자기 호환성 선언 

5. 배터리 안전



FCC 규정 준수 선언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개조는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FCC 방사선 노출 선언: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 설치 시 유해한 간섭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이러한 간섭은 장비를 껐다가 다시 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간섭의 해결을 시도하도록 
권장됩니다.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바꿉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대리점 또는 숙련된 라디오/텔레비전 기술자에게 도움을 문의합니다. 

이 장비는 테스트 결과 FCC 규정의 파트 15에 따른 클래스 B

-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
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

-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elevision technician for help.

이 장비는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설치하거나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이 장비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FCC RF 방사선 노출 제한을 준수합니다. 

이 장치는 FCC 규정 파트 15를 준수합니다.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IC 규정 준수 선언 

이 장치는 캐나다 산업성 라이센스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장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1) 이 장치는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되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장치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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