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설명을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은 유럽안전인증기준인 ECE/R44 기준과 KC 국내안전인증 기준을 준수합니다.

- ISO-FIX 전용 안전장치로 ISO-FIX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에서만 장착 가능 합니다

- 카시트 사용 시 반드시 카시트의 장착 상태를 확인하고 어깨벨트를 당겨 유아를 밀착시켜 주십시오. 

   만일 어깨벨트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생명의 위험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유아가 벨트길이 조절 버튼 또는 버클의 레드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벨트를 풀거나 벨트로부터 빠져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어린이가 차내에 있을 경우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카시트에 남겨둔 채 자동차로부터 떠나지 마십시오.

   더운 날씨의 경우 차내가 고온이 되어 사망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사고 등에 의해 충격을 받은 카시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위험을 초래하니 반드시 새 카시트로 교체해 주십시오.

- 어린이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트렁크에 보관하시거나 단단히 고정하여 주십시오.

   고정하지 않을 경우 급브레이크나 충돌로 인해 카시트가 이동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카시트의 벨트에 손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A/S를 통하여 새 벨트로 교체해 주십시오.

- 아이의 무게가 15kg 이하인 경우 이너시트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행 중에는 카시트의 조절(벨트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 등)을 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금속 부분이나 플라스틱 부분이 뜨거워 질 경우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뜨겁지 않은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카시트를 사용하기 전 항상 카시트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받이가 고정이 되지 않는 차량좌석에는 카시트를 절대 장착하지 마십시오.

- 충돌사고 및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한번이라도 강한 충격을 받은 카시트는 외관상의 파손이 없어도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발생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여 높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 본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분해, 구성부품을 해체한 상태에서 사용, 지정되지 않은 이외의 것으로
   교환 등 개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앞 좌석보다 안전한 뒤쪽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보시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 하시길 바랍니다.
설명서에 적힌 지침들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이의 안전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각 부위의 명칭







사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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