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띠
차일드시트 사용설명서

KOREAN

첫머리에
[중요]사용 전에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신 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사용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본 사용설명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 소중하게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은 ECE-R44/04의 「범용」카테고리로 분류된 차일드시트입니다.
■본 제품은 ECE 규정 No.16 또는 기타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 받은 3점식/차일드 잠금장치
설정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장착이나 사용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판매점 혹은 당사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에어백이 장착된 조수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이드에어백이나 커튼에어백만이
장착된 좌석에는 사용 가능) 차량 메이커의 사용설명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차량 좌석에 장착시킬 때에는 차일드 락 장치(ALR)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차일드록
장치가 없는 좌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일드시트를 본 사용설명서 및 본체 표시라벨에 있는 설명 이외의 방법으로 장착하지
마십시오.
■가동식시트 또는 차량의 도어에 차일드시트의 금속부품이나 플라스틱부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아이가 일어서거나 엉거주춤한 자세 또는 양반다리로 앉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사고 혹은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강한 충격이 가해진 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분해, 개조 및 지정부품 이외의 교환은 하지 마십시오.
■충돌 시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차내에 두지 마십시오.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제조 메이커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차일드시트 조작 시, 아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가동부분에 아이의 손가락이나
손발 등이 끼이거나 신체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고 :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안전벨트는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히 매주십시오. 차일드시트의 어깨벨트는 아이의 신체에
꼭 맞도록 조절하고, 허리벨트는 반드시 골반 위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벨트에 꼬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벨트를 항상 착용시켜 주십시오.
■아이가 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차일드시트는 항상 좌석에 고정시켜 두십시오.
■아이에게 차일드시트의 장착이나 조작을 시키지 마십시오.
■차일드시트 사용시에는 차내에 아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긴급시 탈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좌석에는 차일드시트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주의 :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물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일드시트의 커버를 떼어낸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커버는 안전장치의 일부이므로 당사
지정부품 이외의 것과 교환하지 마십시오.
■차일드시트를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방치시켜 두지 마십시오.
금속부분 등이 뜨거워져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 좌석이 가죽인 경우에는 흠집이 나거나 가죽이 늘어 날 수 있으므로 장착을 권장할
수 없습니다.
■버클부분에 물, 주스, 오물, 쓰레기 등이 들어간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옥외에 방치하여 직사광선이나 비를 맞게 하지 마십시오.
품질의 변화로 인해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체의 세정을 위해 신나 등의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색, 변형, 성능약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룹1 : 2.5kg부터 ~ 13kg미만

그룹2 : 9kg부터 ~ 18kg까지

OK!

프론트 에어백 
금지!!

프론트
에어백 
금지!!

NO!

NO!

안전벨트는 반드시 위 그림의 화살표 부분을 통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방법
그룹1(후방장착) : 체중2.5kg부터 ~ 13kg미만
・차일드시트는 반드시 후방(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을 향해 장착하십시오.
・프론트에어백이 장착된 조수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트를 뒤로 눕힌 상태에서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시트 리클라이닝을 최대한 눕히지 않은 상태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p.13

그룹2(전방장착) : 체중9kg부터 ~ 18kg까지
・차일드시트는 반드시 전방(차량의 진행방향)을 향해 장착하십시오.
[경고]그룹2의 리클라이닝 포지션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일드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전벨트가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경고

프론트에어백이 장착된 조수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조)

좌석에 장착하는 방법

안됨

5점식 안전벨트의 조절방법
잘못된 방법 

잘못된 방법 

좌석에 장착하는 방법
차일드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차일드 락 장치 설정 : ALR)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림에는 어떤 좌석에 차일드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프론트에어백을 OFF로 하여 주십시오.

5점식 안전벨트의 조절방법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아이의 신장에 맞춰 어깨벨트를 조절해 주십시오.
어깨벨트의 높이는 아이의 어깨 위치나 어깨보다 약간 높은 위치로 조정해 주십시오.
차일드시트의 레버(

)를 위로 당기면(

) 리클라이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속조인트

누른다

중앙의 어깨벨트 조절레버

를 누르면서 벨트를 느슨하게 해줍니다.

연결금속에서 어깨벨트를 빼냅니다.

어깨벨트를 벨트 통과구에서 빼내고 아이의 신장에 맞춰 적당한 높이의 통과구에 넣어줍니다.

금지

연결금속에 벨트의 루프부분을 고정시킵니다

그림과 같이 버클을 풀고(
주십시오.(
)

), 아이를 앉힌 다음 다시 한번 버클을 끼워

5점식 벨트를 조절하려면 중앙의 조절벨트를 잡아 당겨 주십시오.
벨트가 느슨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룹 1 (후방장착) : 체중2.5kg부터 ~ 13kg미만

누른다

프론트에어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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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1 (후방장착) : 체중2.5kg부터 ~ 13kg미만

・8페이지의

와 같이 시트부분을 완전히 눕혀 주십시오.

・리클라이닝 레버를 위로 당겨 주십시오.

・차일드시트의 등받이 뒷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
눕혀 집니다.(Group 1 경우) (

)차일드 시트가 가장 낮은 위치까지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같은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등받이를 위로 올려 주십시오.
그림과 같이 차일드시트를 올려 놓습니다. 차일드시트의 바닥 면이 차량의 좌석에 안정되게
놓여져야 합니다.

위험

프론트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조수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안전벨트가 그림의 벨트 통과구를 통과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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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장착 방법

잘못된 장착 방법

NO!

안전벨트의 [A]부분은 청색으로 표시한 하부 2곳의 좌우 벨트가이드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T]부분은 청색으로 표시한 상부의 벨트가이드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장착 방법이 잘못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벨트를 천천히 끝까지 잡아 당겨 차일드 락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잡아 당긴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해준 후 확실하게 당겨 느슨하거나 헐겁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경고

차량의 좌석 및 등받이와 차일드시트 사이에 틈새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틈새가 있다는 것은 차일드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다던가 안전벨트의
조절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위험

차량의 좌석에 장착시킬 때에는 차일드 락 (ALR) 장치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차일드 락 장치가 없는 좌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일드 락 장치 유무의 확인방법)
a.안전벨트를 천천히 모두 잡아당겨 뺍니다.
b.모두 잡아당겨 빼낸 후, 10㎝정도를 다시 넣어줍니다.
c.다시 천천히 잡아 당겨 뺍니다.
빠져 나온다 → 차일드 락 장치(ALR) 없음
빠져 나오지 않는다 → 차일드 락 장치(ALR) 있음

그룹1(전방장착) : 체중9kg에서 ~ 18kg까지

그룹1(전방장착) : 체중9kg에서 ~ 18kg까지
그림과 같이 차량의 좌석부분에 차일드시트를 올려 놓습니다. 차일드시트의 밑바닥부분과
차량좌석 사이에 틈새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위험

프론트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조수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등받이부분을 완전히 눕혀 주십시오.
후방장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량의 3점식 안전벨트가 그림과 같이 벨트 통과구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장착해 주십시오.
레버를 위로 당겨서 벨트록 장치를 해제해 주십시오.

안전벨트[A]를 벨트록 장치의 아래로 통과시킨 후, 딸칵 소리가 날 때까지 벨트 락
장치를 잠궈 주십시오.

OK!

잘못된 장착 방법

잘못된 장착 방법

잘못된 방법  

NO!

NO!

비스듬하게 통과시키는 안전벨트[T]부분은 적색으로 표시한 위쪽의 부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림을 보면서 안전벨트가 올바른 위치를 통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벨트를 천천히 끝까지 잡아 당겨 차일드 락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잡아 당긴 안전벨트를 원상태로 해준 후 확실하게 당겨 느슨하거나 헐겁지
않은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경고

차량의 좌석 및 등받이와 차일드시트 사이에 틈새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틈새가 있다는 것은 차일드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다던가 안전벨트의
조절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룹1(전방장착)의 차일드시트에 한해서 차일드시트의 리클라이닝 각도를 적당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p.8의
참조)

위험

차량의 좌석에 장착시킬 때에는 차일드 락(ALR) 장치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십시오.
차일드 락 장치가 없는 좌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일드 락 장치 유무의 확인방법)
a.안전벨트를 천천히 모두 잡아당겨 뺍니다.
b.모두 잡아당겨 빼낸 후, 10㎝정도를 다시 넣어줍니다.
c.다시 천천히 잡아 당겨 뺍니다.
빠져 나온다 → 차일드 락 장치(ALR) 없음
빠져 나오지 않는다 → 차일드 락 장치(ALR) 있음

신생아용 패드에 대하여

0~6개월 정도

잘못된 방법 

손질 방법

손세탁

염소

드라이

면

신생아용 패드에 대하여
・신생아용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 : 후방장착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깨벨트 통과구는
가장 낮은 위치의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비좁을 때에는 분리하여
사용하십시오.

손질 방법
・벨트를 버클과 뒤쪽의 연결금속에서 분리시킵니다. 어깨벨트 통과구에서 어깨벨트를 빼내고
어깨벨트 커버를 떼어낸 후, 커버를 분리시켜 주십시오.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30℃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세탁하십시오.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건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마십시오.
・다림질을 하지 마십시오.
・플라스틱 부품이나 금속부품은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십시오.
・연마제나 유기용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분리 가능한 부품에 윤활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각 부분의 명칭

각 부분의 명칭

① 커버
② 어깨벨트
③ 시트쿠션
④ 어깨벨트 커버
⑤ 버클
⑥ 신생아용 패드
⑦ 사용설명서(본 책자)

・벨트는 아이의 신체에 딱 맞게 조정해 주십시오.
아이가 코트 등 두터운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벨트가 신체에 딱 맞도록 옷을 벗겨 주십시오.
・사고나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차일드시트에서 아이를 내리는 방법을 차량 탑승자 모두가
숙지해 두십시오.
・차일드시트에 신생아를 태울 경우, 미숙아(2,500g미만)가 사용하게 되면 호흡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원 전 전문의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제품의 장착과 사용시 의문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보증과 애프터서비스에 대하여
◎보증에 대하여
보증기간 중(구입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부품의 결함 및 불량가공 등 폐사의 책임에 의한
경우 그리고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 상태에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보증규정에 의하여 무상수리를 해 드립니다.
단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는 가능하나 제품을 수리한 곳 이외의
품질보증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수리부분의 보증기간은 1개월입니다.) 또한 제조중지 후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품의 보유기간은 제조중지 후 3년간입니다. 단 3년 이내일 경우라도 부품의 색깔 무늬
등에 있어서는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중 고장이 나거나 점검중 이상을 발견한 경우, 부품의 교환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정부위 등이 느슨해 지거나 삐걱 소리가 날 때 부품의 누락 차륜의 회전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및 그 외의 이상을 감지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명・품번・로트
번호를 확인하시어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A/S센터 연락처

APRICA children product
(전화연락처)

고객지원센터

TEL 031-709-0097

접수시간 : AM10:00~PM5:00 (토,일, 공휴일 휴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번지 청구빌라상가 지하 1층 아프리카 코리아

보관방법
◎본체를 비닐봉지 등에 넣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냉암소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여름철에 고온이 될 수 있는 장소는 피해 주십시오.
◎짐을 올려 놓거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고장이나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폐기방법
주거지의 각 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라서 처분하십시오.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하는 일은 삼가해 주십시오.)

---보증서--보증규정
1)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2)보증기간 중 부품의 결함, 불량가공 등 폐사의 책임에 의한 것,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난 경우에는 무상수리를 해 드립니다.
3)보증기간 중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수리가 됩니다.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보증서에 구입일, 판매점의 기입이 없는 경우 또는 문구를 변경한 경우
ⓒ고객의 잘못된 사용방법이나 잘못된 손질방법 또는 개조나 잘못된 수리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제품의 자연변형(도금부위의 녹, 도장부위의 벗겨짐, 봉제・플라스틱 부위의 자외선에 의한 변형 및 변색 등)
ⓔ타이어, 차륜의 마모 등 소모품에 관한 것
ⓕ시트 등 봉제부분의 색 바램, 헤짐, 흠집이나 찢어짐, 기타 손상
ⓖ재해나 외부요인 등에 의한 고장이나 손상
ⓗ수리에 필요한 운임 등의 제반 경비
4)제품에 의한 2차적인 손상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5)한번 사용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6)사고나 낙하 등에 의하여 강한 충격을 받은 제품은 수리할 수 없습니다.
7)이 보증서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Effective only in Korea
8)업무용, 시설용 등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합니다.
품번
제품명

구 입
날 짜

(아띠)
년

월

로트번호
일

보증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보증범위에 의함

주소

고 객

판매점
판매점명

・구입 판매점명을 확인하고 품번 ・로트번호 ・구입일을 기입하십시오.
판매점이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시어, 보증서를 제시하실 때 첨부해주십시오.
・보증서는 재발행하지 않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관하십시오.
・보증서에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제품의 보증 수리에 관해서만 이용합니다.
・이 보증서는 보증규정에 명시된 기간, 조건을 근거로 무상수리를 약속해드리는 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증서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기간 경과후의
수리 등에 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폐사 고객지원센터로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부탁말씀]・보증서의 내용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나 기재누락 등을 발견하신 경
우에는 폐사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일부 사양을 변경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제조원 : Graco Children's Product Inc.
연락처 : Aprica Children's Product C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