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가이드는�휠스터�미니의�안전한�사용과�사용자�및�주변�사람의 
      위해와�재산의�손해�등을�막기�위한�안내문�입니다.
※ 주의사항을�지키지�않아�발생한�사고에�대해서�판매�및�제조�회사는�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이용하시기�전�반드시�주의사항과�사용방법을�숙지하십시오.

유지보수를 위한 주의사항

1) 제품을�장기간�세척하지�않고�사용하게�되는�경우�롤러�베어링과�같은�구동부에�이물질이�삽입되어 
제품의�성능에�치명적인�손상을�입힐�수�있습니다. 제품의�성능을�최선으로�유지하기�위해서�주기적으로 
휠스터�미니�본체에서�브러쉬�패드를�분리하여�세척하시기�바랍니다.

2) 산성이나�알칼리성이�강한�화학�물질을�사용하여�제품을�세척하지�마십시오.
3) 휠스터�미니�본체�세척시�무리한�힘을�가하지�마십시오.
4) 휠스터�미니�본체는�물에�넣어�세척하지�마십시오. 물에�세척하게�되는�경우 

롤러�베어링의�부식이�발생할�수�있습니다.
5) 휠스터�미니�본체는�브러쉬�패드를  분리한�후�부드러운�솔이나�물티슈�등으로 

내부의�먼지�및�이물질을�제거하여�주십시오.
6) 브러쉬�패드는�휠스터�미니�본체에서�분리�후�흐르는�물에�부드럽게�세척하십시오.
7) 브러쉬�패드�세척�시�무리한�힘을�가하지�마십시오. 모의�변형이나�모�빠짐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8) 미니�스틱은�부드러운�솔이나�물티슈�등으로�표면의�먼지�및�이물질을�부드럽게�제거하여�주십시오.

9) 미니�스틱�세척시�무리한�힘을�가하지�마십시오. 파손의�위험이�있습니다.

10)

11)

제품�각�부를�세척한�후�물기를�완전히�건조하여�사용하십시오. 
물기로�인해�제품에�오염이�묻어날�수�있습니다.
뚜껑을�열�때 PUSH 표시된�반대쪽�부분을�누를�경우�안쪽으로�들어가�뚜껑을�열기�힘들�수�있습니다.

취급시 주의사항

1) 제품에�무리한�압박이나�과도한�충격을�가하지�마십시오. 제품의�허용�최대하중은 150Kg 입니다.
2) 전동휠체어�및�전동스쿠터를�탑승한�채로�사용하지�마십시오.
3) 어린이�및�사용이�어려운�개인이�혼자서�사용하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스스로�수동�휠체어�조작이�가능한�사용자만�사용하십시오.
4) 조립된�제품을�제조사의�허가�및�동의없이�자의로�분해하지�마십시오.
5) 주변�온도가 40도�이상의�고온이나 10도�이하의�저온에서�사용하지�마십시오. 제품�사용�후�보관은 

상온의�건조한�곳에�보관하십시오. 가열�및�가습은�제품에�치명적인�손상을�야기할�수�있습니다.
6) 제품을�칼�혹은�가위�등�날카로운�물건으로�긁거나�훼손하지�마십시오.

7) 질식사를�방지하기�위해�포장재, 파우치, 비닐봉지�등을�아이가�만질�수�없는�곳에�보관�하십시오.
8) 제품�내부에�윤활유�및�세정제�등�이물질을�도포하지�마십시오. 고장과�오염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1) 안전한�세척을�위해서�휠스터�미니에�진입할�때�휠체어의�앞�쪽으로�진입한�후�사용해�주십시오. 
뒤쪽으로�진입하여�사용하게�되는�경우�제품을�가로질러�떨어지게�되는�위험이�있습니다.

2) 세척하시는�휠체어의�타이어�공기압이�낮거나(60psi 이하) 타이어가�많이�마모되어�있는�경우�롤러에 
무리한�부담이�가해져서�세척시�과도한�힘이�들거나�제품�파손의�위험이�있습니다.

3) 사용법을�충분히�숙지하고�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품을�가로질러�진입하여�사용하거나�구동바퀴 
회전시�한�쪽으로�힘을�과도하게�주면�세척시�제품�이탈의�위험이�있습니다.

4) 반드시�경사�혹은�굴곡이�없는�평지에서�사용하여�주십시오.  
경사진�곳에서�사용하게�되면�추락의�위험이�있습니다.

5) 제품�위에서�바퀴를�빠른�속도로�굴릴�시�타이어와�제품의�마모�및 
파손이�발생할�수�있습니다. 반드시�천천히�굴리며�세척하여�주십시오.

6) 미끄러운�바닥에서�사용하지�마십시오.
7) 휠체어가�비나�습기에�젖어�있는�상태에서�사용하게�되면�충분한�세척�효율이�나오지�않을�수�있습니다. 

가급적�건조�상태의�휠체어를�세척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습기에�노출된�상태의�휠체어를�세척시 
오염이나�부식의�위험이�있습니다. 

8) 미니�스틱은�부드러운�솔이나�물티슈�등으로�표면의�먼지�및�이물질을�부드럽게�제거하여�주십시오.

9) 휠스터�미니로�진입�시�세척하시는�휠체어�바퀴의�중앙과�제품�경사로의�중앙을�맞추어�진입하십시오. 
대각선으로�진입하게�되면�휠체어�구동바퀴�회전�시�한쪽으로�쏠림현상이�나타날�수�있으며, 과도한 
쏠림이�발생하게�되는�경우�이탈�및�파손의�위험이�있습니다.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5시(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031-506-0625
카카오톡 채널 ‘캥스터즈’

캥스터즈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08, 408호
info@kang-sters.com
www.kangsters-crew.com

캥스터즈(주)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실시�합니다. 서비스�발생�시�캥스터즈(주)에서�서비스를�진행합니다. 단, 고객�과실�및�천재지변에�의한 
고장이�발생한�경우는�보증�대상에서�제외되어�유상�처리�됨을�알려드립니다. 또한�본�제품의�핵심�부품의�보유 
기간은 2년 입니다.

본�제품의�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품질보증서

구입후 10일�이내에�중요한 
수리를�요하는�경우

소비자�피해�유형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발생시

소비자의 
고의, 과실�및

천재지변에�의한
고장�발생�시 

보상내역

보증기간�이내 보증기간�경과�후

구입후 1개월�이내에�중요�부품에 
수리를�요하는�경우

교환된�제품이 1개월�이내에�중요한 
수리를�요하는�경우

교환�불가능�시

하자�발생시

동일�하자에�대하여 3회�수리했으나 
고장이�재발(4회째)

여러�부위의�고장으로�총 3회 
수리받았으나�고장이�재발(4회째)

수리�불가능�시

소비자가�수리를�의뢰한�제품을 
사업자가�분실한�경우

부품�보유기간�내에�수리용�부품을�보유
하고�있지�않아�수리가�불가능한�경우

제품�구입�시�운송과정�및 
제품�전달�중�발생된�피해

수리가�가능한�경우

수리용�부품을�보유하고�있지�않아 
수리가�불가능한�경우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불

제품교환�또는
무상수리

구입가�환불

무상�수리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불

제품교환

유상수리

유상수리비용
징수�후 
제품�교환

유상수리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환불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비용
징수�후
제품�교환

품질보증정책

제 품 명 모 델 명

구 입 처

S / N ,  L O T고 객 명

구 입 일

Quick Star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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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정 중앙에 직선 방향으로 올라간 뒤, 반대편 브레이크를 
채워주세요.

세척하려는 앞 바퀴 쪽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미니스틱을 앞 바퀴에 밀착시켜 주세요.

반대 쪽 뒷바퀴를 뒤로 굴리며 세척해주세요.

미니 본체 세척 방법 : 미니 본체에서 브러쉬 패드를 분리한 뒤, 
먼지를 털거나 티슈 등을 활용해 세척해 주세요.

미니스틱의 세척면을 뒷바퀴에 밀착시켜 주세요.

뒷바퀴를 천천히 앞으로 굴리며 세척해 주세요.

구성품 및 제원

제품 세척 방법 

① 커버

② 미니 본체

③ 경사로

④ 앞 롤러

⑤ 뒷 롤러

⑥ 브러쉬 패드

⑦ 스틱 상부

⑧ 스틱 하부

⑨ 손잡이

⑩ 연장봉

퀵스타트 가이드

미니스틱

교체용 브러쉬 패드

전용 파우치

※ 물티슈 사용시 꼭 2번 접어서
    사용해 주세요.

세척준비

뒷 바퀴 세척 앞 바퀴 세척 

①

②

③

⑥ ⑧

⑦

⑩

⑨

④ 

⑤휠스터 미니

앞 뒤

브러쉬 패드 세척 방법 : 분리한 브러쉬 패드를 물세척 후 완전히 
건조해 주세요.

미니 본체

브러쉬 패드

※세척면이 점선 부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커버를 열고, 스틱으로 미니 
본체를 뒷 바퀴 앞에 
위치시켜 주세요.

미니 본체 아래에
PUSH표시된 쪽을 
네 손가락으로 이용해 
반대쪽으로 밀듯이 
꾹- 눌러주세요. 

커버

미니 본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