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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TIBLE DEVICES

Supports Android 4.4 version and above;
iOS 10.0 version and above
• Android tablets & phones
• iOS tablets & phones
• 1GB RAM and above
• Requires rear camera & Bluetooth 4.0(BLE)
Bluetooth connection can be incompatible 
depending on the devices

DOWNLOAD CUBICO APPS

Visit our website http://www.cubicoding.com 
and download the CUBICO app to your device

SPECIFICATION
Bluetooth

Battery

Operation Temperature

4.0 (40CH)

Dimension(Package)

Weight(Package)

373 X 313 X 88 mm

Dimension(Coding Tray) 297 X 77 X 32 mm

2,900 g

Weight(Coding Tray) 186 g

AAA 1.5V  X 2ea

-5    ~ 45

 USER MANUAL

코딩 트레이 작동 방법 코딩 트레이 연결

1.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해 코딩 트레이 후면의 건전지 커버

    를 열어 주세요.

2. 두 개의 AAA 건전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넣어 주세요.

    (건전지 별도 구매)

3.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해 건전지 커버를 닫아 주세요.

1. 코딩 트레이에 건전지를 넣은 후 전원 스위치를 on 위치

    로 올려주세요.

2. 전원이 켜지면 코딩 트레이 앞면의 LED가 깜빡여요.

3. 큐비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스위치를 off에 놓으면 

   건전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1. 큐비코 앱이 설치된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코딩 트레이 앞면의 LED가 깜빡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3. 큐비코 앱을 실행하면 코딩 트레이와 기기가 자동으로 

   연결돼요.

4. 코딩 트레이가 기기와 연결되면 코딩 트레이 앞면의 

    LED가 깜빡이지 않고 켜져 있는 상태가 돼요. 

1.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 경우 코딩 트레이와 기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요.

2. 코딩 트레이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시도해요.

3. 코딩 트레이의 전원을 껐다가 켜도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큐비코 앱이 설치된 기기의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1.5V AAA

1.5V AAA

큐비코 플레이 방법

큐비코 에이알 버튼을 

누르면 증강현실 

카메라가 작동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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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카메라로 

스테이지 보드를 촬영

하면 힌트 영상과 함께 

해당하는 스테이지로 

진입할 수 있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가 코딩 한 대로 

움직여요

큐비코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캐릭터칩을 촬영

하면 캐릭터를 꾸밀 수 

있어요. 나만의 캐릭터로 

게임을 진행해 보세요

스테이지 보드를 펴고 

종이 프리코딩 칩과 

큐비코 마커를 이용해 

프리 코딩을 해 보세요

프리코딩 한 대로 코딩 

트레이에 코딩 블록을 

올려 캐릭터의 움직임을 

프로그래밍 하세요

8

6

5

싱싱 동요 버튼을 누르면 

신나는 동요 영상을 보며 

코딩의 개념을 배울 수 

있어요

스테이지를 전부 마치고 

나면 인벤터를 통해 

다양한 기계들을 조작하는 

새로운 게임을 즐겨 보세요

안전표시

- 경고!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 

   작은 부품을 포함하고 있음.

- 경고! 화기로부터 멀리할 것

- 이 제품은 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킬 경우 각종 사고 및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 부주의할 경우 다칠 우려가 있으니 눈이나, 얼굴을 향해 

   제품을 던지지 마십시오.

-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마십시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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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M INC. 에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CUBICO는 PDM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1B동 604호 (삼평동, 유스페이스1) 

App Store is a service mark of Apple Inc.

Google Play™ is a trademark of Google Inc.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표시사항 건전지 사용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읽어주세요 
건전지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발열, 파열, 내부 액체가 
누액 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 주십시오.

- 건전지의 삽입과 제거는 반드시 부모님께서 도와주십시오.

- 건전지는 오래된 것과 새것 또는 다른 형태의 전지들을 

   같이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다 쓴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분리수거 해주십시오.

- +,-를 확인 후 바르게 넣어 주십시오.

- 충전식 건전지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충전식 건전지와 일반 건전지를 절대로 혼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만일 건전지에서 흘러나온 액이 눈에 들어갔다면 곧바로 

   물에 15분 이상 씻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시고 피부나 옷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 주십시오.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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