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성품

App 다운받기

appbot LINK 의 기본 구성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appbot LINK>

AppBot

스마트폰에서 Play 스토어를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appbot”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VARRAM 에서 제공하는 APPBOT을 설치합니다.

<충전 스테이션>

LINK

Wi-Fi CONTROLLED ROBOT THROUGHT THE INTERNET

Quick Guide Book (Android)

<전원어댑터>

<USB Micro 5pin 전원케이블>

<퀵가이드>

* 동봉된 제품 외 다른 어댑터및 전원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제품의 성능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은 무선공유기가 필요하며 무선공유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E-mail : master@appbot.co.kr / Homepage : www.appbot.co.kr

본 App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보이는 이미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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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bot LINK 시작하기-2

appbot LINK 시작하기-1
앱을 실행하면 제품연결을 위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대로
제품 바닥면의 전원 스위치를 켜고 RESET 버튼을 1초정도
누릅니다. 몸체에 LED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합니
다.
(전원이 완전히 켜지는데 20초 정도 걸립니다.)

appbot LINK 네트워크 연결하기-1

홈키를 눌러 빠져나와 Wi-Fi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Wi-Fi 목록 중 APPBOT-XXXXXX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link2014”입니다.

appbot 앱을 다시 실행합니다. NEXT를 눌러 주위의
Wi-Fi를 검색합니다.

2

APPBOT-XXXXXX로 Wi-Fi가 연결된 것을 확인합니다.

1 실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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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bot LINK 네트워크 연결하기-2

appbot LINK 네트워크 연결하기-3

appbot LINK를 연결할 와이파이를 선택하고 OK를 누릅
니다. 해당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CONNECT
버튼을 누릅니다.

appbot LINK 재연결하기

아래 그림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며 연결을 진행합니다.
(로봇의 기본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실시간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앱 종료후 재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연결된 로봇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appbot을 선택하 고 NEXT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1

1

2

2

1

2

* 스마트기기 기종에 따라 이미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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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bot LINK의 간단한 기능 설명

1

배터리상태
표시

2

화면캡쳐

3

화면녹화

4

appbot LINK 주의사항
옵션창
열기

5.
6.
7.
8.

5

헤드 조이스틱
(상,하 이동)

6

음성통신 (누른상태로
말하면 로봇의 스피커를
통해 음성이 나옵니다.)

7

모바일 조이스틱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어플리케이션에 기능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의
USER MANUAL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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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구입하신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전 및 작동 지침을 모
두 읽고 주의하여 따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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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머리 부분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떨어트리지 마십시오.
제품이 주행하는 경로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 또는
부서지기 쉬운 물체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제품은 라디에이터, 전기히터, 온풍기, 스토브 등
의 열원에서 멀리 위치해야합니다.
통신환경에 의해 무선 네트워크 접속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공유기에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사용가능한 OS 버전
Google Android : 4.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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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 본 제품은 어린이 또는 정신장애인 주위에서 사용시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
2. 본 매뉴얼에 설명된 대로의 본래 목적에 맞게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제품의 주변 장치 및 소형 부품들은 어린이 손이 닿
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4. 무선 통신은 사용하는 곳의 환경에 따라 혼선이 있
을 수 있습니다.
5. 본 제품에 포함된 충전용 USB 케이블은 충전 전용
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제공된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인증되지 않은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에는 가정용 정격 전원을 연결/사용해야
합니다.
7. 본 제품은 실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8. 본 제품은 어린이에 대한 인간적 감독 의무를 대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9.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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