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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사

제 조 국

청진훈련 모형

BT-CECS

주식회사 비티

대한민국

배터리 폐기시 주의사항
※ 사용한 배터리를 폐기할 때는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에 따르십시오.

제품 서비스 문의
홈페이지

주      소

연 락 처

E-mail

www.btinc.co.kr

본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40,  A동 313호

영업/판매  :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92번길 27, 부산빌딩 5층

본사  : 02-2038-2903

영업/판매  :  051-903-1144

bt@btinc.co.kr

제품 사양
크      기

무      게

65 X 24 X 35 (cm)

6.7kg



주의사항



구성품

상반신 모형 (스피커 내장)

● 기타 - 사용설명서, 보관용 가방

※ 태블릿 PC 별매

KIKUZO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리시버 오디오 Y 젠더



KIKUZO 등록 방법

■ 웹사이트 ID/PW 생성 및 라이센스 등록 방법

※ 라이센스를 등록한 기기에서만 KIKUZO 사이트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 https://kikuzosound.com/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접속 후 우측 상단의 Login을 클릭합니다.

3. 스크롤을 아래로 내린 뒤, ‘Go to Registraition Page’를 클릭합니다.



4. 뜨는 팝업창에서 ‘OK’를 클릭합니다.

※ 브라우저는 Google Chrome, Safari, Firefox, Microsoft Edge 사용 가능하며, Internet Explorer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라이센스 키 등록 시 사용한 기기만 접속이 가능하며, 다른 기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기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본사 측으로 연락 후 변경 절차가 가능하며, 해당 작업은 약 3일 소요 예정됩니다.

5. Customer information, Kikuzosound Pass Information, Distributor information을 입력합니다.
    1). Customer information : 아래 빨간색 글자를 참고하여 해당 내용을 기입합니다.
    ※  E-mail의 경우 추후 인증 확인/재인증이 필요하므로, 개인 E-mail이 아닌 학과나 단체 E-mail로 
         가입을 권장합니다.

학교 명

이름 (학과 명)

로그인 시 사용하고자 하는 ID

학과 E-mail

로그인 시 사용하고자 하는 비밀번호

비밀번호 재확인



2). Kikuzosonud Pass Information : 전달된 16자리의 License Key를 입력합니다.

3). Distributor Information : 해당 건 영업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추후 관리 목적이며 생략 가능)

4). 해당 정보 기입 완료 후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Register를 클릭합니다.

6. 등록 시 가입한 메일로 ‘Registration complete’ 승인 메일을 연 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
    및 승인을 완료합니다.

7. 등록 시 가입한 ID/PW로 로그인하여 웹사이트를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네킹 설치방법

<전면부>

상반신 모형
(스피커 내장)

<후면부>

KIKUZO

스피커 선

블루투스 리시버

스피커 전원선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리시버 전원선
KIKUZO 선



블루투스 리시버 전원선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블루투스 리시버 전원스위치를 3초간 눌러 켜줍니다.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리시버를 마네킹 뒷면 하단 부에 위치시킵니다.

스피커 전원선을 보조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스피커 선을 블루투스 리시버에 연결합니다.

KIKUZO 선을 블루투스 리시버에 연결합니다.

태블릿 등 기기에서 블루투스 리시버를 등록시킵니다.

KIKUZO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실습을 시작합니다.

실습이 끝나면 블루투스 리시버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 전원을 OFF하고 배터리에 연결된 선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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