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SIO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두십시오.
본 사용 설명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이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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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Graco 유모차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raco는 우수하고 질 높은 유아용품의 디자인과 제조에 있어 그 리더로서의 명성을
인정받은 업체입니다.
고객님의 Graco 유모차 구매는 현명한 선택이며, 고객님의 소중한 유아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저희 Graco 유모차와 함께 오래도록 보낼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유모차의 사용 전에는 시간을 내시어 이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모차를 보다 쉽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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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사후 참조를 위해서 잘 보관해 두십시오.
본 사용 설명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아이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반드시 Graco ® 그룹 0+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항상 어댑터에서 카시트를 먼저 분리한 후 유모차 본체에서
어댑터를 분리하십시오.
유아용 시트 안에 영아용 카시트를 넣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
경
경
경

고 유모차에 아이를 혼자 방치해 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 본 제품은 달리기나 스케이팅에 적합한 제품이 아닙니다.
고 성인의 관리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 사용 전 반드시 모든 잠금 장치가 맞게 장착되었는지

본 유모차 본체는 FUSIO 유아용 시트, GRACO GO 캐리콧
(요람형 침대), GRACO DRIVE 캐리콧와만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후드가 장착되지 않은 유모차, 캐리콧 또는 카시트에 방수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확인합니다.

열기가 많은 환경이나 직접적 화기나 발열기 근처에서 PVC로 된

경

실내 방수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본 제품을 펴거나 접을 때는

아이를 제품으로부터 멀리해 주십시오.

경
경

아이에게 과열로 인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 아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십시오.
고 아이가 자리잡은 후에는 반드시 바로 안전벨트를

절대로 더운 날씨에 아이 혼자 방수용 커버 안에 방치되도록 두시면
안됩니다.

착용 시키십시오.

유모차를 접기 전에 먼저 방수용 커버를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경

Graco® 인증 액세서리 외의 아동용 시트나 가방 후크, 방수용 커버

고 허리용 안전벨트와 함께 가랑이 안전 벨트도 같이

사용하십시오.

등을 사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

부속품 교체 시 반드시 제조업체로부터 제공을 받거나 인증 받은

고 손잡이에 많은 하중을 가하면 유모차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Graco ® 인증 바구니 이외의 다른 쇼핑백을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손잡이에 걸거나 유모차로 짐을 운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대

과중한 짐, 부적절한 사용, 정품 이외의 부속품이나 액세서리를

하중 5Kg까지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발 받침대 위에 짐을 싣지

사용하면 제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마십시오.

유아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유모차에서 내릴 때는 항상 돌보는 분의

경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 일반 기계용 경 윤활유를 이용하여 주로 이동 시 서로

연결되거나 부딪힐 수 있는 부속품들의 사이를 통과하게 하여

유모차가 뒤집히거나 기울지 않기 위해 항상 아이가 유아용 시트에

부속품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앉거나 내릴 때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

아이를 유모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지

고 사용하기 전에 FUSIO 유아용 시트 또는 Graco 그룹

0+ 고정장치가 올바르게 조립,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해야 합니다.

본 제품은 한 명의 아동에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라도 절대 움직이는 차나 기차, 옆에 유모차를

본 유모차를 체중이 15kg 이상인 아이가 사용하면 심하게

방치하면 안됩니다.

마모되거나 하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본 제품은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한 명의 아동에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캐리콧 (요람형 침대)를 사용하는 유아 (생후~9kg), Logico S
카시트를 사용하는 아동 (생후~13kg), 시트를 사용하는 아동
(생후~15kg). 카시트나 캐리콧 (요람형 침대) 혹은 유아 시트에서
아이를 먼저 항상 내린 후 유모차와 그 제품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본 유모차에 15kg이 넘는 아이를 태울 경우 제품에 과도한
마모와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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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차나 기차의 외풍으로 인해 방치된 유모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본 유모차의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께는, 예를 들면 조부모, 항상 그 사용법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유모차에 연결된 줄로 인한 위험에
유의하십시오. 절대 줄이 아무렇게나 늘어뜨려지거나
아이 위에 놓여져 방치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유모차를 접어 세운 상태에서 아이가 가까이에 있게
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아이 위로 넘어지거나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나 승강기 승하차 시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리고 유모차를 접도록 하십시오 계단을 오를 경우
아이를 유아용 시트, 캐리콧 또는 카시트에 넣은 채로
유모차 본체를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모차는 사용 이전에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다양한 안전장치를 미리 숙지하고 바르게 사용합니다.

모든 안전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5

5

구성 부품 목록

후드
안전벨트 높이 조정 끈
안전 바
안전벨트 커버
안전벨트
가랑이 패드
좌석 시트
바구니
바퀴 해제 버튼
앞 바퀴
손잡이 방향 전환 버튼
좌석 기울기 조절 손잡이
360도 회전 바퀴 잠금
접이용 손잡이
브레이크
앞 가리개 (특정모델)
카시트 어댑터
신생아용 라이너 매트 (특정모델)
방수 커버 (특정모델)
풋머프 (발 다리 덮개, 특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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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본체 조립
1 - 3 고정된 본체 해제를 위해 손잡이를 누르고 위로 들어올린 후 그림에서 설명된 위치에서 딸깍하고 소리가
나며 잠길 때까지 움직입니다. 3 유모차가 펴지고 제대로 걸림 쇠가 장착되면 빨간 스티커는 보이지 않아야
함을 주지하십시오.

바퀴 장착 방법
4

앞쪽 바퀴가 딸깍하고 채워질 때까지 장착합니다.

5

뒷바퀴 중앙의 버튼을

6

본체가 조립되었습니다.

1 누르면서 축에 끼웁니다.

2 딸깍하고 채워질 때까지 장착합니다.

유모차 접는 방법
접기 전에
•바퀴 회전 방지를 위해 고정시킵니다.
•시트를 올려 똑바로 위치시킵니다.
•캐노피 (차양)를 접습니다.

7

고정 해제 손잡이를 누르고 그림처럼 손잡이를 아래로 내립니다.

8

-

9

본체를 눌러 내리면서 뒤쪽 접이 용 손잡이는 잡아 당겨 올립니다.
이제 보관을 위해 유모차 접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8

딸깍!!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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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

1
2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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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펴는 방법
10 - 11
12

손잡이를 누르면서 잡아 당겨 그림과 같이 자리잡도록 합니다.

유모차가 펴지면서 자리를 잡히면 재빨리 손잡이를 잡아 당겨 올려 유모차 본체를 고정시킵니다.

12 유모차가 펴지고

제대로 걸림 쇠가 장착되면 빨간 스티커는 보이지 않아야 함을 주지하십시오.

손잡이 회전 방법
13

유모차 손잡이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1 버튼을 누르고

2 와 같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립니다.

360도 바퀴 회전
14

에서 보이듯이 유모차 뒤편 틀의 바퀴 회전 표시를 찾습니다. 잠그기 위해서는

1 버튼을 눌러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잠금 장치 표시가 있는 빨간 스티커가 보일 것입니다)

잠금 장치를 풀기 위해서는 뒤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녹색 스티커가 보일 것입니다)

앞 바퀴 분리 방법
15

그림과 같이 버튼을 눌러 바퀴를 분리합니다.

뒷 바퀴 분리 방법
16

그림과 같이

1 처럼 바퀴 중앙의 버튼을 누르고 2 와 같이 바퀴를 잡아 당겨 뺍니다.

브레이크
17

브레이크를 고정시키려면 버튼을 그림과 같이 누릅니다. 브레이크가 잠기면 작은 화면에 빨간색이 보입니다.
브레이크가 풀려 있는 경우는 녹색이 보일 것입니다.

유아 시트 분리 방법
18

유아용 시트를 분리하기 위해서 좌석 가장자리의 버튼을 꽉 누르고 위로 잡아 당깁니다.

10

10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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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O GO 캐리콧 (요람형 침대, 특정모델)
아기가 생후부터 9Kg (약 10개월)이 될 때까지는 아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아이를 매우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하면서 한번의 클릭 동작으로 쉽게 유모차에 붙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19

캐리콧을 유모차 본체 위에 장착하기 위해서 캐리콧을 유모차 양쪽 가장자리에 맞추어 얹고 연결 부분이
딱 소리가 나며 고정되도록 합니다.

20

캐리콧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캐리콧 머리부분에 있는 손잡이를 꽉 쥐고 유모차 본체로부터 캐리콧을
잡아 올려 분리합니다.

12

12

딸깍!!

19

20

13

13

영아 카시트 사용방법 (별매)
21

카시트 어댑터 안쪽을 보시면 카시트가 바른 방향으로 장착될 수 있게 알려주는 두 개의 라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장착을 위해 카시트는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카시트
어댑터 안쪽에 표시된 라벨을 참조하시고 바르게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22

어댑터를 장착하기 위해 먼저 그림과 같이 유모차 양쪽 가장자리에 딱 소리가 나며 고정될 때까지
어댑터를 얹어 자리를 잡습니다. 어댑터는 유모차에 양 방향으로 장착 가능합니다.

23 - 24 그림과 같이 카시트를 어댑터 안쪽에 장착합니다.

카시트는 어댑터에 한쪽 방향으로만 고정이 됩니다.
카시트 장착 후에는 반드시 카시트를 잡아 올려 제대로 고정이 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

카시트를 어댑터에서 분리하시려면 카시트 뒤쪽의 손잡이를 꽉 쥐신 후 그림과 같이 당겨 올리십시오.
부상 방지를 위해 유모차에 어댑터가 같이 장착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카시트를 그냥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카시트를 먼저 제거하고 난 후, 어댑터을 유모차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26

유모차에서 어댑터를 분리하려면 어댑터 양쪽 가장자리의 손잡이를 꽉 쥐고 당겨 올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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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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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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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 유아 시트 사용 방법
FUSIO 시트는 생후부터 15Kg (약 3세)까지의 사용이 적합합니다.

27

좌석 시트를 장착하려면 그림과 같이 시트를 얹고 유모차 양쪽 가장자리가 딱 소리를 내면 잠길 때까지 자리를
잡습니다. 좌석 시트의 방향은 유모차 앞쪽을 바라보거나 뒤쪽을 향할 수도 있게 양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안전 바 사용 방법
28 안전 바를 움직이려면 안전 바 끝의 버튼을 누르고 바깥 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29 안전 바를 분리하려면 버튼을 누르고 유모차에서 안전 바를 완전히 바깥 쪽으로 잡아 빼면 분리가 됩니다.
30 안전 바를 장착하려면, 그림과 같이 좌석 양쪽의 구멍 안으로 안전 바를 끼어 넣습니다.

후드
31 그림과 같이 후드를 열거나 닫습니다.
32 - 33

후드 뒤쪽 판을 분리하려면 유모차 양쪽의 똑딱 단추를 풀고 그림과 같이 중간 연결 지퍼를 열어

분리할 수 있습니다.

34 - 35 후드를 제거하려면 그림에서 보듯이 유모차 양쪽의 똑딱 단추를 풀고 유모차에서 후드 전체를 벗겨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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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기울기 변경 방법
36

좌석을 눕히기 위해서는 좌석 위쪽 손잡이를 그림과 같이 잡아 올린 후, 위 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기울기를 맞춥니다.
37 좌석 등을 올려 세우려면, 좌석 위쪽 손잡이를 잡아 올립니다.

안전 벨트 사용법
38

어깨 조절 끈과 허리 조절 끈을 이용하여 안전 벨트를 조이거나 느슨하게 합니다.

39

안전 벨트를 풀기 위해서 가운데 단추를 누릅니다.

40

어깨 안전벨트 줄을 허리 안전벨트 줄에 끼워 넣습니다.

41

안전 벨트를 잠그기 위해서는 가랑이 벨트에 연결된 큰 버클 안에 어깨와 허리 벨트가 연결된 다른
버클들을 끼워 넣습니다.

안전벨트 높이 위치 조절
42

안전 벨트 한 쪽을 먼저 금속 클립에서 잡아 뺍니다.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뺍니다.

43

원하는 위치의 다른 안전벨트 세트를 금속 클립 안에 그림과 같이 끼워 넣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높이의 위치를 잘 선택하여 안전 벨트 줄을 넣습니다. 이때 양쪽 안전벨트 줄이 서로 맞는
높이의 위치에 잘 끼어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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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특정모델)
풋머프 (발 다리 덮개)
44

안전 벨트의 버클을 풉니다.

45

풋머프를 좌석에 얹어 놓고 그림과 같이 어깨와 허리의 안전벨트 줄 및 가랑이 벨트가 풋머프의 구멍을 통해
나오도록 잡아 뺍니다.

46

풋머프의 가장자리에 있는 지퍼를 그림과 같이 잠급니다.

47

안전 바를 본체 틀에 고정 시킵니다.

48 -49

안전 바를 풋머프의 가장자리 날개로 덮어 감쌉니다.

신생아 라이너 매트
50

안전 벨트를 풉니다

51

신생아 라이너 매트를 좌석에 얹어 놓고 그림과 같이 어깨와 허리의 안전벨트 줄 및 가랑이 벨트가 라이너
매트의 구멍을 통해 나오도록 잡아 뺍니다.

52

유모차에 아이를 눕히기 전에 좌석의 기울기를 조절합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 벨트를 꼭 착용시킵니다.

앞 가리개
53 그림과 같이 앞 가리개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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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좌석 방수 커버 사용 방법
54

그림과 같이 유모차 위 전체에 걸쳐 방수커버를 씌웁니다.

카시트 방수 커버 사용 방법
항상 후드가 열린 상태에서 방수 커버를 씌워야 합니다.

55 그림과 같이 카시트 위 전체에 방수 커버를 씌우도록 합니다.

차 안에 설치하기 전에는 항상 방수

커버를 먼저 벗기고 장착해야 합니다.

캐리콧 (요람형 침대) 방수 커버 사용 방법
항상 후드가 열린 상태에서 방수 커버를 씌우도록 합니다.

56 그림과 같이 캐리콧 위에 방수 커버를 씌웁니다.

차 안에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항상 방수 커버를

먼저 벗기고 장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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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유지보수
본 유모차의 사용자는 유모차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유모차를 조절할 때 모든 움직일 수 있는 부속품은 어린이 가까이에 두시면 안됩니다.
정기적으로 나사가 풀렸는지, 부품이 마모되었는지 찢긴 부분이나 재봉 부분이 풀리지는 않았는지 등
유모차를 점검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십시오.
유모차에 손상되거나 부서진 곳이 있을 시에는 그 사용을 멈추도록 하십시오.
유모차를 해변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유모차의 바퀴 조립 부분에서 모래 및 소금, 바닷물을 모두 깨끗이
제거하십시오.
유모차 본체를 세탁하고자 할 때는 가정용 비누나 세탁제를 온수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표백제나 알코올
또는 연마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관 전에는 충분히 건조시키십시오.
방수 커버는 손으로 세척하시고 표백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풋머프 (발다리 덮개)나 신생아용 바닥 깔개는 손으로 세탁하시고 널어 말리십시오.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햇볕에 심하게 노출되면 유모차의 플라스틱과 천재질이 쉽게 변색될 수 있습니다.

A/S에 대해

•사용중에 고장등이 발생하거나 점검중에 발견했을 경우 부품의 교환 또는 수리의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사용상 이상을 느꼈을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시고 제품명 품번 번호를 확인 후 판매점 또는 당사 서비스
센터에 연랙해 주십시오.

•본사의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 등이 있으면 당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일부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www.aprica.co.kr

아프리카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 매화 청구상가

TEL : (031)708-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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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센터

FAX (031)708-2877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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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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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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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es with the EN1888: 2003
EN1888: 2003 준수

Manufacturer
Newell Rubbermaid Asia Pacific Limited,
35/F, Tower 6, The Gateway, Harbour City, 9 Canton Road, Tsimshatsui, Kowloon,
Hong Kong.
Tel: +852.3926.9600

Customer Enquiry
Aprica Korea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5-18 본사 : 02-538-1211 A/S문의 : 080-701-4430
A/S 문의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17번지 청구빌라 상가 지하1층 전화 : 031-708-0097

www.gracobaby.kr
cafe.naver.com/igr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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