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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모두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카시트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카시트
뒤쪽에 사용 설명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
지고 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살
펴 보는 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안전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인쇄된 경고 문구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후 내용을 살펴 보기 전에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함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본 지침 내용의 일부
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카시트는 급제동이나 충돌 시 아동을 보호하도록 설계되
어 있습니다. 안전 시트는 차량 충돌 시 아동이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을 만큼 보호할 수는 없지만 상해 위험을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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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시트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권장사항이 국가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법 집행 관련 기관이나 자동차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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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구사항
유럽 안전 표준은 본 제품뿐만 아니라 본 제품의 구성품의 구조
와 성능, 장착 및 사용 요구사항, 지침 및 각종 표시 문구를 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13kg 미만, 높이 81cm 미만으로 유럽 표준 ECE R44.04
준범용/범용 그룹 0+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번호는 카
시트 뒤쪽에 부착되어 있으며 절대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고지
(시트의 경우)
시트는“범용”아동용 안전제품입니다. 자동차 내에서의 일반적인
용도로 규정 No.44, 수정 04 시리즈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부분
의 자동차 시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UN/ECE 규정 No.16 또는 기타 상응하는 표준의 승인을 받은
3점식 고정용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에만 그 사용이 적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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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가 있는 시트)
받침대 “준범용” 아동용 안전제품입니다. 자동차 내에서의 일반
적인 용도로 규정 No. 44, 수정 04 시리즈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
부분의 자동차 시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43-46페이지 장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UN/ECE 규정 No. 16 또는 기타 상응하는 표준의 승인을 받은
2점식 고정용 허리 안전벨트 또는 3점식 고정용 안전벨트가 장착
된 차량에만 그 사용이 적합합니다.

자동차 적합성 목록
(43-46 페이지 참조)
LogicoS/받침대가 기재된 자동차에 올바르게 장착되도록 최대
한 노력했지만 제조업체의 규격에 따라 특정 모델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재된 자동차는 2001년 이후 모
델입니다. 가능하면 자동차 구매시 Logico S 및 받침대를 장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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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포인트
자동차에 카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이 지침을 읽어 숙지하고 위험
한 오용을 방지하십시오.
임신 37주 이내에 출산한 미숙아의 경우 자동차에 태우면 더 위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기는 카시트에 눕히면 호흡 곤란
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의사 또는 병원 직원에게 아기를 검사하고 적합한 카시트 또는
카베드를 추천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에어백이 장착된 조수석에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시트의 자리를 잡고 설치할 때 특히 주의하여 이동식 시트나
자동차 도어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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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가 올바르게 조절되어 있고 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카시트 바로 뒤에는 사람을 앉히지 마십시오.
사람이 카시트 바로 뒤에 앉아야 하는 경우 가장 가벼운 사람을
앉히십시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거운 사람일수록 아동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여행시 자동차에 탄 사람들이 모두 항상 안전벨트를 매도
록 확실히 정해 두십시오. 이것은 아동에게 좋은 예가 되어 향
후 더 잘 협조하게 됩니다. 또한 벨트로 고정되지 않은 어린이나
어른은 자동차 충돌시 다른 승객에게 부딪혀 중상을 입거나 사
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카시트에서 아이를 꺼내지 마
십시오.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경우 도로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
를 찾아 차를 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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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카시트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매번 카시트를 이용할 때마다 안전한지 점검하십시오.
모든 아동용 안전제품이 마모되거나 찢어지지 않았는지 정기적으
로 점검하십시오.
접는 시트를 모두 안전하게 펼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아이를 단시간이라도 자동차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아동이 카시트를 갖고 놀지 않아야 합니다.
각종 짐이나 기타 물체를 방한용 발 덮개 또는 자동차 시트에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동차를 갑자기
멈춰야 하는 경우 이러한 물체가 계속 움직여 중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체가 클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KR
시트, 받침대 또는 카시트 벨트의 일부를 허가 없이 개조 또는
추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조업체에서 공급하는 부속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시트의 기능이 바뀌어 중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제품과 다른 제조업체의 시트 커버 또는 받침대를 함께 사용
하지 마십시오.
Graco 교체 부품은 가까운 대리점에서 확인하십시오.
카시트 아래에는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충돌시 날아가서 끈이 느슨해져 다른 승객에게 위험할 수 있습
니다.
해치백 또는 스테이션 왜건에서는 해당 용도로 특수 설계된 경
우가 아니라면 뒷좌석 뒤에 있는 짐칸으로 아동을 운반하지 마
십시오.
카시트 또는 받침대를 자동차에 고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
지 마십시오. 카시트 또는 받침대는 항상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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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는 카시트(및 해당되는 경우 받침대)를 교체해야 합니
다. 카시트로 고정된 안전벨트 및 다른 승객이 착용한 안전벨트
도 교체합니다. 손상 부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한 충
돌 후에는 카시트, 받침대 또는 안전벨트가 너무 약해 다시 보
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버클은 비상시 신속하게 벗겨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동 안전
용은 아닙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는 버클을 여는 방법을 알게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절대로 버클 또는 시트 일부를 갖고 놀
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카시트에는 인증된 3점식 허리벨트 및 X자 벨트만 사용해야 합
니다.
카시트는 유아용 캐리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운반하기
전에 손잡이가 운반 위치에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잡이를 뒤로 놓아 뒤로 눕히거나 세우는 받침대로 사용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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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또는 유아용 캐리어를 테이블 또는 카운터 가장자리 주
변이나 매트리스 또는 쿠션과 같이 부드러운 표면 위에 놓지 마
십시오. 유아가 흔들리거나 움직이면서 떨어져 부상을 입거나 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카시트가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이 뜨거워진 부품에 아동의 신체를 접촉하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카시트에 앉히기 전에 금속
부품이나 플라스틱 부품의 표면을 미리 만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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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안전벨트에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용 안전제품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
오.
안전제품 제조업체에서 지침 또는 안전제품에 명시한 하중 지지
점 이외의 하중 지지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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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절차
아이를 가장 잘 보호하려면 본 사용 설명서에 설명
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
다.
－ 아동에 맞는 안전벨트 장착 방법.
－ 카시트에 가장 안전한 장착 위치 선택 방법.
－ 자동차에 사용되는 안전벨트 시스템 확인 방법.
－ 자동차에 카시트(및 받침대—별매품)를 올바로 설치하는 방법.
－ 아이를 시트에 고정하는 방법.
－ Graco® 유모차 및 다른 카시트 사용 방법.
－ 카시트 관리 및 유지보수.
다음 페이지에서 빨간색 텍스트는 매우 중요한 안전 정보를 나
타냅니다!
빨간색 경고문구는 모두 읽고 이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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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조절
1

손잡이 하단 양면에 있는 래치를 잡아 풉니다.

2 다음 4가지 위치 중 하나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손잡이를

돌립니다.

위치 A(위): 손잡이로 운반할 때 사용해야 하는 위치, 위치
B,C,: 편리한 위치, 위치 D(아래): 장착 위치.
자동차 내에서 카시트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손잡이를 항상 위로
올려 놓아야 합니다.
시트에서 아이를 꺼낼 때는 손잡이를 항상 아래로 내려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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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에 카시트 부착 방법(특정 모델에 한함)
참고: 시트용 받침대(자동차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외출할 때마다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음)는 특정 대리점에서 별매됩니다.
3 시트를 받침대에 부착하려면 받침대에 시트 앞쪽을 놓고 제자리

에 고정될 때까지 뒤로 밉니다. (그림 참조).
카시트를 위로 당겨 받침대에 완전히 고정되었음을 확인하십시
오.
4 카시트 뒤쪽의 분리용 손잡이를 잡아 고정용 래치를 풀면 분리됩

니다. 그림과 같이 받침대에서 카시트를 들어 올립니다.
시트에서 아이를 꺼낼 때는 손잡이를 항상 아래로 내려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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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장착 방법
카시트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벨트가 아동의 신체 사이즈에 맞게
올바로 조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단계

아이의 옷을 올바로 입힙니다. 다리 가랑이 벨트가 완전히 고정
될 수 있도록 바지를 입힙니다.

2단계
아이를 시트에 앉힙니다. 그림과 같이 아이가 시트 등받이와 밑
부분에 밀착되어 앉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올바른 방법
6 잘못된 방법－등받이와 밑부분 사이에 공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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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안전벨트 끈이 적절한 높이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벨
트를 아이의 어깨선보다 높지 않으면서 어깨에 가장 가까운 안전
벨트 구멍에 삽입해야 합니다.
7 올바른 방법
8 잘못된 방법

몸집이 작은 유아의 경우 위쪽 안전벨트 구멍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충돌시 안전벨트가 아이를 단단히 고정하지 못할 수도 있
습니다.

4단계
9 안전벨트 구멍을 변경하려면 먼저 아이를 꺼내십시오. 시트 앞

에 있는 안전벨트 조절 버튼을 누르고 안전벨트를 당겨 느슨하
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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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단계
시트 뒤에 있는 어깨 벨트 끝부분을 금속 연결판에서 분리하여
시트에 있는 구멍을 통해 이 끈을 당깁니다. 끈을 적절한 구멍으
로 삽입합니다. 끈의 끝부분을 연결판 위로 재조립합니다.
안전벨트 끈의 끝부분에는 2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11 몸집이 작은 유아의 경우 하단 어깨 구멍과 상단 끈 고리를 사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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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끈의 끝부분이 연결판 앞에 걸려야 합니다.
13 끈의 끝부분을 들어 올려 고리가 연결판 구멍에 완전히 들어가

는지 확인하고 끝을 당겨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0

KR
14 몸집이 큰 유아의 경우 상단 어깨 구멍과 끝부분의 끈 고리를

사용합니다.
끈이 연결판 구멍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끈을 당겨 고정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경고: 그림에 따라 끈을 끼울 때 특히 주의하십시오. 끈이 고정
되지 않은 경우 아이를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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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A

몸집이 작은 아이의 경우 허리 벨트를 줄이려면:
고정 클립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작은 탭을 옆으로 밀고 고정 클
립을 노치에서 당겨 빼내 허리 벨트의 길이를 더 줄일 수 있습
니다 1.고정 클립을 끈에 있는 두 번째 고리로 옮깁니다 2.고정
클립이 올바로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3과 같이 끈의 끝부분을
보관용 탭 아래에 삽입해야 합니다. 고정 클립을 시트 노치에 끼
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시트 앞부분에서 끈을 당겨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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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

몸집이 큰 아이의 경우 허리 벨트를 늘이려면:
시트에서 고정 클립을 제거합니다 1.고정 클립을 끈의 끝부분으
로 옮깁니다. 고정 클립이 올바로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4.5와
같이 고정 클립을 뒤에 있는 시트에 끼웁니다. 반대쪽도 동일하
게 반복합니다.
시트 앞부분에서 끈을 당겨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허리 벨트를 아래로 착용하여 골반이 완전히 밀착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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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위치 선택 방법
자세한 자동차 시트 배치 위치는 43-46페이지 장착 차트를 참
조하십시오.
15 앞방향의 자동차 시트에 카시트를 장착하십시오. (조수석에 에어

백이 장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뒷좌석 또는 앞좌석에 시
트를 놓을 수 있습니다.

16 에어백을 사용하는 자동차 시트에는 카시트를 놓지 마십시오.
17 뒷방향의 자동차 시트에는 카시트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18 옆방향의 자동차 시트에는 카시트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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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E 규정 No.16 또는 기타 상응하는 표준의 승인을 받은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에만 카시트를 고정해야 합니다. 2점식
또는 3점식 벨트에 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가 제자리에 고정되는 자동차 시트에만 이 카시트를
사용하십시오. 래치가 없는 시트는 앞으로 접히거나 자유자재로
회전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덧대고 날카로운 물체가 없는 자동차 시트에만 본 카시트
를 사용하십시오.

카시트 설치 방법
아이에게 맞게 안전벨트를 조절하고 어떤 자동차 시트 위치가 가
장 좋은지 결정하면 카시트를 설치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설치
지침은 받침대를 사용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에서
적절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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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카시트(또는 시트 없는 받침대)를 에어백이 없고 안전벨트 유형
이 인증된 앞방향의 자동차 시트에 놓으십시오. 카시트 또는 받
침대가 자동차 뒤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자동차 시트 손잡이
를 위로 올렸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내에서 손잡이가 장착(아래) 위치가 되도록 카시트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이 카시트는 절대 앞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시트가 앞
으로 향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
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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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가 없는 경우:
19

2단계

그림과 같이 어깨 벨트를 카시트 뒤에 정확히 놓고 시트 뒤에
있는 중심 가이드를 통과해 어깨 벨트 반대편에 있는 노치 아래
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벨트의 허리 부분을 카시트 위에 두 벨트 후크 아래에 놓으십시
오. 차량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A

벨트 후크

B

중앙부 가이드

C

어깨 벨트 반대편에 있는 노치

3단계

카시트를 자동차 시트 쪽으로 누릅니다. 당김장치를 사용하여 안
전벨트의 느슨한 부분을 모두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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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가 있는 경우:
20

1단계
하중 지지용 다리의 밑부분을 제자리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
지 들어 올립니다.
주의사항: 손가락을 움직이는 부분에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21

2단계

받침대를 자동차 시트 위에 놓으십시오. 하중 지지용 다리 조절
버튼을 눌러 하중 지지용 다리를 적절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립니
다. 받침대 앞쪽을 눌러 하중 지지용 다리가 고정되었음을 확인
합니다. 하중 지지용 다리가 있는 받침대를 선반 위에 두지 마십
시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시트가 조절 가능하다면 앞으로 움직
여 발이 자동차 바닥에 놓이도록 합니다.
22 올바른 방법
23 잘못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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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24 유아용 보호 장구를 설치하기 위해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항

상 잠금부를 사용하여 양 허리 벨트 또는 허리/어깨 벨트를 고
정합니다.
1.받침대를 자동차 시트에서 뒤로 향한 위치에 놓으십시오.
25 2.잠금부를 열고 안전벨트가 벨트 경로를 통해 잠금부 위로 오

도록 하십시오.

26 3.설치를 고정하려면 받침대를 누르면서 허리 벨트의 사용하지

않은 끝부분 또는 허리/어깨 벨트의 어깨 부분을 당겨 조입니다.

27 4.잠금부를 허리 벨트 위 및 사용하지 않은 끝부분 또는 허리/어

깨 벨트 위로 닫습니다.

잠금부 윗부분을 아래로 눌러야 합니다.
5.받침대를 세게 당기고 밀어보면서 벨트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
인합니다. 벨트가 느슨하거나 늘어지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안전벨트 이외의 다른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 잠금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안전벨트의 다른 부분이 잠금부를 방해하는
경우 또 다른 장착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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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경고: 카시트와 받침대 사이에서 어깨 벨트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어깨 벨트가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D

벨트 입구

E

벨트 잠금부

F

벨트

28 허리용 안전벨트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입니다. 그림과 같이 안

전벨트를 끼웁니다. 그림과 같이 버클이 벨트 입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29

5단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카시트를 누릅니다. 카시트를 위로
당겨 받침대에 완전히 고정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카시트가 완전히 걸리지 않은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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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단계
하중 지지용 다리를 접어 보관하려면 받침대에서 카시트를 분리
하고 손잡이를 당겨 받침대에서 하중 지지용 다리를 분리합니다.
받침대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벨트를 최대한 딱 맞게 조입니다. 카시트를 돌려 당겨 안전벨트
를 단단히 조입니다.
경고: 안전벨트가 카시트를 단단히 고정하지 못하는 자동차 카
시트 장착 위치에는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동차에 카시트 또는 받침대를 고정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
지 마십시오. 갑자기 정지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느슨한 카시
트 또는 받침대가 승객을 덮쳐 중상 또는 사망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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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표시부 사용 방법
카시트 옆면에 부착된 것은 레벨 표시부로 자동차 시트에 카시트
를 올바로 뒤로 눕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는 카시트를 올바로 뒤로 눕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벨 표
시부를 올바로 사용하려면 자동차를 평지에 주차하고 카시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31 카시트를 너무 세워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머리가 앞으로

떨어져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32 카시트를 너무 뒤로 눕혀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돌시 아이의 목

과 어깨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벨 표시부를 똑바로 살펴보고 확인하십시오. 레벨 표시부에 청
색만 나타나면 안전 시트가 올바르게 수평을 유지한 것입니다.
33 안전 시트를 너무 세우거나 너무 뒤로 눕혀 레벨 표시부에 주황

색이 나타나면 레벨 표시부에 청색만 나타날 때까지 카시트를 움
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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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의 각도를 조절하려면: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발을 원하는 높이로 내립니다.
손잡이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발을 올립니다.
안전 시트를 너무 세우거나 너무 뒤로 눕혀 레벨 표시부에 주황
색이 나타나면 레벨 표시부에 청색만 나타날 때까지 카시트를 움
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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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고정하는 방법
34 1단계

안전벨트 끈을 시트 등받이 위에 걸칩니다. 아이를 시트에 앉힙
니다. (아이가 시트 등받이와 밑부분에 밀착되어 앉아 있는지 확
인합니다.)
35 2단계

두 어깨 끈 버클 부품을 서로 끼워 맞춥니다.
36 3단계

연결한 어깨 버클 부품을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안전벨트부에
밀어 넣습니다. 버클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벨트 끈이 꼬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의 몸에 밀착되도
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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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단계
안전벨트를 조이려면 시트 앞에 있는 여유 조절 끈을 당깁니다.
안전벨트가 꼭 맞는지 확인합니다. 안전벨트와 아이 사이에 손
가락이 2개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38

5단계
안전벨트를 열려면 손잡이가 올라간 경우 내립니다.
버클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눌러 안전벨트를 엽니다.
캐리어로 사용하든 카시트로 사용하든지 여부에 관계 없이 아이
에게 항상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합니다.
아이를 카시트에 태웠을 때 안전벨트가 느슨하거나 끈이 어깨를
벗어나거나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시트
에서 아이의 머리가 먼저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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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안전벨트와 버클이 심하게 마모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
로 검사합니다. 버클이 휘어지거나 어깨 벨트가 닳은 경우 교체
해야 합니다.

Graco® 트래블 시스템 유모차
Graco®

카시트/캐리어는 특수 트레이 또는 암 바를 특징으로
하는 특정 Graco® 트래블 시스템 유모차 모델에 부착하도록 설
계되었습니다.
이 지침과

VELCRO®

끈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참고: 특정 유모차의 경우 이 끈이 유모차에 부착되어 있으므
로 카시트를 유모차에 부착하려면 2단계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Metrosport 모델의 경우 끈이 없으므로 올바른 카시트 장착 지
침은 유모차 사용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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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단계

그림과 같이 VELCRO®의 긴 부분 반대편 끝을 유모차 시트 등
받이 뒤에 위치한 끈에 통과 시 니다. VELCRO®가 끈을 고정
하도록 위로 접습니다.

2단계
유모차 시트 등받이를 최대한 낮게 뒤로 눕힙니다.
트레이 또는 암 바가 유모차에 단단히 부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0

3단계
로커의 노치가 암 바 또는 트레이 가장자리 위에 맞도록 캐리어
를 유모차에 놓습니다. 캐리어가 암 바 또는 트레이 위에 고정
되도록 누릅니다. 캐리어를 잡아 당겨 단단히 부착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4단계
시트 등받이에 부착된 끈을 잡고 사용하지 않는 끝부분을 여
유 조절 벨트의 끝에 있는 D자 고리에 통과시킵니다. 다시 접어
VELCRO®를 단단히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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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유모차에서 캐리어를 분리하려면,
®
41 － 여유 조절 벨트 D자 고리에서 VELCRO 끈을 분리합니다.

42 － 캐리어 뒤에 있는 분리용 손잡이를 잡아당겨 캐리어를 트레이

또는 암 바에 고정하는 고정용 래치를 분리합니다.
－ 유모차로부터 캐리어를 들어 올립니다.
경고: 유모차에 한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태우지 마십시오.
경고: 사용 방법에 관계 없이 카시트/캐리어의 안전벨트를 유아
에게 항상 단단히 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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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유지보수
정기적으로 부품이 마모되었는지, 찢긴 부분이나 재봉 부분이 풀
리지는 않았는지 등 카시트 및 받침대를 점검하십시오.
손상된 부분이 발견되면 카시트를 사용자 스스로 수리하지 마십
시오. 카시트를 교체하십시오.
카시트 패드는 세탁기를 사용하여 천천히 세탁하고 널어서 말릴
수 있습니다. 표백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시트 금속 및 플라스틱 부품은 중성 비누와 물로 닦을 수 있
습니다. 표백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안전벨트 끈을 물 속에 담그지 마십시오.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끈이 더러워지면 부분적으로 닦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카시트 안전벨트와 버클이 심하게 마모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
로 검사합니다. 버클이 휘어지거나 어깨 벨트가 닳은 경우 교체
해야 합니다.
버클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트 커버 없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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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제품이 손
상되거나 파손됩니다.
자동차 충돌이 발생한 후에는 해당 시트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
시오.
정상적인 마모 및 찢김, 안전벨트 교체 및 유럽 표준 개정의 영
향을 고려하여 본 카시트 및 받침대를 5년 후에는 새로운 모델
로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카시트를 교체할 때마다 기존 카시
트를 적절히 폐기하여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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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만 사용 중인 경우:
1. 본 제품은 “범용” 아동용 안전제품입니다. 자동차 내에서의
일반적인 용도로 규정 No.44, 수정 04 시리즈의 승인을 받았
으며 대부분의 자동차 시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본 연령대의 “범용”
안전제품의 장착 가능 여부를 해당 자동차 설명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본 아동용 안전제품은 본 고지가 제공되지 않는 기존 제품에
적용된 조건보다 더욱 엄격한 조건 하에서 “범용”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4.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용 안전제품 제조업체 또는 대리
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N/ECE 규정 No.16 또는 기타 상
응하는 표준의 승인을 받은 3점식 고정용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에만 그 사용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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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이 장착된 시트에는 본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받침대가 있는 시트를 사용 중인 경우:
본 아동용 안전제품은 준범용으로 분류되었으며 43-46페이지
의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카시트 장착 위치에 고정하는데 적합
합니다.
참고: 다른 자동차의 카시트 장착 위치도 본 아동용 안전제품을
장착하는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용
안전제품 제조업체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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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 아니오
O = 에어백이 없거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에만 적합합니다.
X = 전환 가능한 에어백이 없음

자동차
Alfa Romeo : 147, 159
Audi : A3, A4, A6, A8,
TT Coupe
Q7
BMW : Series 3, Series 5, Series 7, 120, X3
X5
Z4
Cadillac : SRX
STS, CTS, BLS
Chevrolet : Evanda, Matiz, Kalos,
Lacetti, Nubira
Chrysler : Neon, Sebring, 300C
PT Cruiser, Voyager
Citroen : C1, C2, C3, C4, C6
C8, Picasso, C5, Berlingo
Fiat : Stilo, Stilo 95, Panda
Punto, Croma
Ford : KA, Fiesta, Mondeo
Fusion, Focus, Focus C-max, Maverick

앞
O√
O√
O√
O√
O√
O√
X
X
X
X
X
X
X
O√
O√
O√
O√
O√
O√

뒤 바깥쪽
√
√
X
√
√
√
X
√
√
√
√
√
√
√
√
√
√
√
√

중앙부
X
X
X
√
X
√
X
√
X
√
X
X
√
X
√
X
√
X
√
43

Honda : CR-V, FR-V, Jazz, Civic
Accord
Hyundai : Santa Fe, Tucson, Gets, Trajet, Accent
Coupe, Elanta, Sonata
Jaguar : X Type, XJ6
S-type,
Jeep : Cherokee, Grand Cherokee
KIA : Opirius, Carens, Carnival, Cerato
Sorento, Sportage, Picanto,
Magentis, Rio
Lada : 110
3, RX-8
Mercedes Benz : E350, C200, CLK 200, CLS350
B170, A170, R500
Mini : Cooper
Mitsubishi : Colt, Grandis
Lancer, Pajero, Outlander
Nissan : Micra, Almera, Primera, Note
Pathfinder,
X- trail
3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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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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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 아니오
O = 에어백이 없거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에만 적합합니다.
X = 전환 가능한 에어백이 없음

자동차
Opel : Vectra, Astra,
Corsa, Zafira, Meriva
Peugeot : 1007, 307, 607, 206, 107
807, 407
Porsche : Cayenne
Boxster
Renault : Clio, Modus, Scenic
Megane, Laguna
SAAB : 93, 9-5

앞
X
X
O√
O√
O√
X
O√
O√
X

뒤 바깥쪽
√
√
√
√
√
X
√
√
√

중앙부
X
√
X
√
X
X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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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 : Ibiza, Cordoba, Leon,
Toledo
Skoda : Fabia, Octavia, Suberb
Smart : Forfour
Subaru : Forester, Outback
Impreza
Suzuki : Liana, Swift, Ignis, Grand Vitara
Jimmy, Grand Vitara XL-7
Toyota : Aygo, Corolla, Avensis,
Yaris, Corolla Verso, Rav-4, LandCruiser
Celica
Volkswagen : Passat, golf, Polo, New Beetle,
Jetta, Golf,
Variant
Touareg
Touran
Volvo : XC70, V50(S40), S60, S80
X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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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시트만 사용 중인 경우: 본 제품은 “범용” 아동용 안전
제품입니다. 자동차 내에서의 일반적인 용도로 규정 No.44, 수
정 04 시리즈의 승인을 받았으며 대부분의 자동차 시트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4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받침대가 있는 시트를 사용 중인 경우: 본 아동용 안전제품은
준범용으로 분류되었으며 특정 자동차의 카시트 장착 위치에 고
정하는데 적합합니다. 43-46페이지의 장착 가이드를 참조하십
시오.
에어백이 장착된 시트에는 본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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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제조업체
Newell Rubbermaid Asia Pacific Limited
28/F, The Metropolis Tower, 10 Metropolis Drive, Hunghom, Hong Kong
Tel: +852.2600.9800
소비자 문의
Japan - Newell Rubbermaid Japan Ltd.
6/Fl., Okachimachi - Chuo Bldg., 4-2811, Taito, Taito-Ku,
Tokyo, 110-0016 Japan
Tel: +81.3.3835.7281
Korea – Newell Investments Inc., Korea
branch.
5F, Boo bong Bldg, 735-36,
YeokSam-dong, KangNam-gu,
Seoul, 135-923, Korea
Tel : +82-538-1211
Australia - Newell Australia Pty Ltd.
2 National Drive,
Lyndhurst Victoria 3975, Australia
P.O.Box 5102, Hallam Victoria 3803
Tel: +61.3.8787.3838
Belinda.mcmahon@rubbermaid.com
Taiwan - Chickabiddy Co., Ltd.
5F No.186, Sec. 4,
Nanking E.Road, Taipei, Taiwan ROC
Tel: +886.02.257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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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Kong - Newell Rubbermaid Asia
Pacific Limited
28/F, The Metropolis Tower,
10 Metropolis Drive, Hunghom,
Hong Kong
Tel: +852.2600.9800
China - First-Thing International Inc.
FTI Building, Westside of Di Zhi Tower,
739 Dong Feng Road East,
Guangzhou 510080, P.R.China
Tel:+86.20.8765.2200
China - Lorchid Import & Export (Beijing)
Ltd.
Rm.1512B Building I, Kuntai
International Mansion,
Yi No.12 Chaowai St., Chaoyang Dist.,
Beijing 100020, P.R.China
Tel:+86.10.5879.7845
Singapore - APRISIN SINGAPORE PTE LTD
50 Tagore Lane, #B1-02 Markono
Districentre,
787494 Singapore
Tel: +65.6336.8311
aprisin@pacific.net.sg

Philippines - BAN KEE TRADING, INC
6 Resthaven Street,
San Francisco del Monte, Quezon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63.2.371.9978 ext 107
Malaysia - GBS MARKETING SDN BHD
No, 16 & 18 JLN 6/116B
Kuchai Entrepreneur’s Park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7983.2878
gbsteve@tm.net.my
Indonesia - PT SURYAPENDAWA
NIAGAJAYA INTL
Kotak Pos 6074JKB,
Grogol, Jakarta 11450A, Indonesia
Tel: +62.21.9276.8821
Thailand - Kamnuan Karn Co.,Ltd.
328 Sriwara Road, Wangtonglang,
Bangkok 10310, Thai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