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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설명서는 어린이용 시트의 앞 가장자리 트림
안쪽에 길이로 한번 접어 보관되어 있다.

1 어린이용 시트
2 보조 다리
3 하부 고정 스트랩 (2개)
쪽

3

앞좌석에 장착

쪽

4

뒷좌석에 장착

쪽

6

어린이용 시트의 안전 벨트 조정

쪽

10

높이 조정 또는 시트 커버 청소를
위한 안전 벨트 제거

쪽

11

중요
장착

F980A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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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경고
어린이용 시트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설명서를
숙독한다. 어린이용 시트는 본 설치 설명서에 기
술된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장착하
지 않도록 한다.

·

어린이는 짧은 거리를 운행할 때라도 항상 안
전 벨트를 채운다.

·

어린이용 시트의 벨트가 팽팽하게 인장되어 있
고 도어에 끼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어린이용 시트의 벨트가 비틀리지 않고 팽팽하
며 아동의 신체에 꼭 맞게 오도록 한다. 허리
벨트가 골반에 와야하고 배에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특히 아동이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을 때 유의해 확인해야 한다.

후향 어린이용 시트 장착:

·

ECE R44.03 그룹 0+1+2에 따라 앞좌석에, 서포
트 없이 앉을 수 있는 6세 까지 또는 0-25kg까
지의 어린이용.

·

어린이용 안전벨트의 버클은 사고가 생길 때 신
속하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가
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

·

ECE R44.03 그룹 0+1에 따라 뒷좌석에, 서포트
없이 앉을 수 있는 3세 까지 또는 0-18kg까지
의 어린이용.

·

아동을 어린이용 시트에 앉혀 둔 채로 혼자 두
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

어린이용 시트가 충돌에 연관된 적이 있으면 절
대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

어린이용 시트가 도어에 끼어 손상될 수도 있
다.

·

어린이용 시트를 태양 아래 놔두면 매우 뜨거
워지므로 이 점을 고려한다. 주차된 차량도 마
찬가지다.

·

어린이용 시트는 공급자의 승인 없이 절대로 다
른 것을 붙이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

어린이 시트는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을 때도
항상 차량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고정하지
않으면 급제동을 하거나 충돌 시 운전자나 승
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

뒷좌석이 접이식이면 , 등받이가 직립 위치에
완전하게 잠긴 것을 확인한다.

·
·

모든 물건은 잘 고정한다.

경고
시트를 Saab 9-3 3D/5D -M03 또는 Saab 9-5 4D
의 뒷좌석 중앙에 후향으로 장착할 경우, 중앙
암레스트 안전 스트랩(부품 번호 400 108 262)
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면 충돌
시에 중앙 암레스트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
다.
아동의 머리가 어린이용 시트 등받이 위로 올라
오는 경우 어린이용 시트는 Saab Belt Seat로 교
환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Saab 딜러에 문의하
도록 한다. 어린이용 시트를 더 빨리 교환하지
않도록 한다.

주의
어린이용 시트의 설치 위치에 대한 국가의 법규
를 숙지하도록 한다.

경고
에어백이 장착된 앞좌석에 후향 어린이용 시트
를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사망 또는 중상
을 야기할 수 있다.

어린이용 시트는 커버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
다. 또한 정품의 시트 커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세척 시 도움말:
좌석의 트림에 붙여 있는 라벨을 참조한다.

·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Saab
딜러에 연락한다.

앞승객석에 어린이용 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차
량에 앞승객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앞승객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앞
승객석 앞의 대시보드에 문자 AIRBAG 및 SRS가
SRS
표시되어 있으며 조수석 선 바이저나 앞승객석
대시보드의 끝단에 라벨이 있다. 특정 시장의 경
우 앞승객석 앞의 대시보드나 선 바이저에도 라
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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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앞좌석에 장착
경고
에어백이 장착된 앞좌석에 후향 어린이용 시트
를 절대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사망 또는 중상
을 야기할 수 있다.
유리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용 시트
의 등받이가 윈드스크린에 닿는 것은 절대 금물
이다.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좌석이 윈드스크
린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용 시트는 항상 립이 차량 시트 쿠션의 앞
모서리 위에 위치되도록 한다.
어린이용 시트의 하부 고정 스트랩이 시트 벨트
의 제어장치에 들어 가거나, 날카로운 물질 또
는 예민한 부분에 접촉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좌석 아래 전기 연결을 주의한다.

1 고정 스트랩을 차량 시트 앞 모서리의 구멍에
고정시킨다. 정확한 위치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한다. 고정 스트랩은 레버 또는 날카롭거
나 연약한 부품 주위에서 단단히 조여지지 않
도록 한다.
고정 스트랩은 스트랩의 고리를 부착 러그에
삽입하고 스트랩 버클을 스트랩 고리에 삽입
하여 고정한다. 스트랩을 세게 당겨서 스트랩
고리가 부착 러그의 금속 부위나 멤버 주위에
서 단단히 조여지도록 한다.
2 어린이용 시트의 브래킷을 내리고 등받이가 대
시보드를 향하도록 어린이용 시트를 차량 시
트 쿠션에 위치시킨다. 어린이용 시트는 항상
립이 차량 시트 쿠션의 앞 모서리 위에 위치
되도록 한다.
3 어린이용 시트가 대시 보드에 기대어 놓이도
록 조정한다. 어린이용 시트의 등받이가 윈드
스크린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어린이용 시트의 각도는 차량 시트를 앞/뒤로
밀어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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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의 허리 벨트 부분이 어린이용 시트 브래
킷(4A)과 시트 밑에 오도록 하여 시트 양쪽의
파란색 손잡이(4B) 주위에 고정하고 차량의 안
전 벨트 버클에 잠근다.
5 차량의 안전 벨트가 느슨하지 않도록 세게 당
긴다. 차량 안전 벨트의 어깨 부분은 차량 시
트의 등받이 앞에 와야 한다.
6 하부 고정 스트랩 (B)으로 어린이용 시트를 잠
그고 어린이용 시트가 안정될 때까지 스트랩
을 완전히 졸라 맨다.
시트가 고정될 때까지 고정 스트랩과 차량의
안전 벨트를 번갈아 당긴다. 스트랩과 안전 벨
트를 당기면서 어린이용 시트를 아래로 누른
다.
7 아동을 시트에 앉히고 어린이용 안전 벨트를
채운다. 시트 앞 모서리의 스트랩을 당겨서 어
린이용 시트 벨트를 당겨 채운다. 벨트를 당
기면서 어린이용 시트 커버의 문자 "PRESS"를
눌러서 어린이용 안전 벨트를 인출시킨다. 시
트 커버 밑의 버튼은 벨트 캐치를 해제시킨다.
시트에 어린이를 앉힌 후 고정 스트랩과 차량
의 안전 벨트를 약간 더 조인다.
어린이용 시트를 사용할 때마다 어린이용 시
트 스트랩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갖
도록 한다.
어린이용 시트의 안전 벨트 조절은 10쪽을 참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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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뒷좌석에 장착
경고
어린이용 시트의 고정 스트랩이 날카롭거나 약
한 부품에 부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차량 시
트 아래의 전기 배선에 주의한다.
시트를 Saab 9-3 3D/5D -M03 또는 Saab 9-5 4D
의 뒷좌석 중앙에 후향으로 장착할 경우, 중앙
암레스트 안전 스트랩(부품 번호 400 108 262)
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면 충돌
시에 중앙 암레스트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
다.
어린이용 시트를 뒷좌석에 장착할 때는 보조 다
리가 필요하다.

F980A270

1 고정 스트랩을 차량 시트 레일의 고정 러그나
멤버 주위에 고정시킨다. 정확한 위치는 사용
자 설명서를 참조한다. 중앙 시트를 장착할 경
우에는 중앙 콘솔에 최근접된 운전석/조수석
의 부착 러그/멤버를 사용하도록 한다.
9-3 컨버터블: 바깥쪽 하부 고정 스트랩을
린이 시트와 같은 쪽의 앞좌석 바깥쪽 시트
일에 있는 고리에 고정하고 안쪽 하부 고정
트랩은 차량의 반대쪽에 있는 앞좌석 안쪽
트 레일에 있는 고리에 고정한다.

어
레
스
시

전체: 고정 스트랩은 스트랩의 고리를 부착 러
그나 멤버 둘레에 삽입하고 스트랩 버클을 스
트랩 고리에 삽입하여 고정된다. 스트랩을 세
게 당겨서 스트랩 고리가 부착 러그의 금속 부
위나 멤버 주위에서 단단히 조여지도록 한다.

주의

경고

뒷좌석의 중간에 어린이용 시트 설치 시, 때에
따라서는 바닥 콘솔의 뒤쪽 모서리에 있는 공기
구멍를 닫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용 시트의
등받이에 있는 구멍을 통해 어린의 등으로 공기
가 직접 가기 때문이다. 특히 온도 조절장치가
공기를 냉각시킬 때는 어린이가 심한 추위를 느
낄 수 있다.

Saab 9-3 컨버터블의 경우 뒷좌석에 두 개의 착
석 위치만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중앙에 어린이
용 시트를 설치할 수 없다.
하부 고정 스트랩을 제어장치 또는 날카로운
물체 그리고 예민한 물체 둘레에 오게 해서는
안된다.

Saab 9-3, Saab 9-5

12 798 998 7
2 어린이용 시트 브래킷을 내린다.
3 등받이가 프런트 시트 등받이를 향하도록 어
린이용 시트를 차량 시트 쿠션에 위치시킨다.
어린이용 시트는 립이 차량 시트 쿠션의 앞 모
서리 위에 위치되도록 한다.
어린이용 시트가 단단히 고정되도록 프런트 시
트를 앞/뒤로 이동시킨다. 프런트 시트를 앞
으로 이동시키면 프런트 시트 승객의 다리 공
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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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A
B

C
4 지지대의 상부 파이프 끝단을 어린이용 시트
등받이의 뒤에 있는 구멍에 삽입하고 스냅이
어린이용 시트 등받이의 캐치를 고정하도록 지
지대를 눌러서 어린이용 시트에 지지대(C)를
장착한다.
뒷좌석 중앙 시트에 장착할 때 지지대는 특정
기종의 중앙 콘솔 후부 끝단에 기대어 놓을 수
있다.
5 지지대가 차량 바닥에 놓이고 어린이용 시트
가 안정되도록 지지대를 늘리고 줄이면서 고
정 버튼을 눌러서 지지대의 길이를 조정한다.
6 차량의 안전 벨트(무릎 부위와 어깨 부위 모
두)가 브래킷의 파란색 손잡이(6A) 주위를 거
쳐 어린이용 시트 하단 및 시트의 다른쪽에 있
는 파란색 손잡이(6B) 주위를 지나도록 한다.
벨트를 체결하고 느슨함을 없애기 위해 단단
히 당긴다.

Saab 9-3, Saab 9-5

F980A165

12 798 998 9

8

B

C

F980A168

7 하부 고정 스트랩 (B)으로 어린이용 시트를 잠
그고 어린이용 시트가 안정될 때까지 스트랩
을 완전히 졸라 맨다. 보조 다리가 차량의 바
닥에 안정되게 서 있는지 그리고 보조 다리의
잠금 단추가 구멍에 잘 잠겼는지 점검한다.
시트가 고정될 때까지 고정 스트랩과 차량의
안전 벨트를 번갈아 당긴다. 스트랩과 안전 벨
트를 당기면서 어린이용 시트를 아래로 누른
다. 지지대도 조정한다.
8 아동을 시트에 앉히고 어린이용 안전 벨트를
채운다. 시트 앞 모서리의 스트랩을 당겨서 어
린이용 시트 벨트를 당겨 채운다. 벨트를 당
기면서 어린이용 시트 커버의 문자 "PRESS"를
눌러서 어린이용 안전 벨트를 인출시킨다. 시
트 커버 밑의 버튼은 벨트 캐치를 해제시킨다.
시트에 어린이를 앉힌 후 고정 스트랩과 차량
의 안전 벨트를 약간 더 조인다.
어린이용 시트를 사용할 때마다 어린이용 시
트 스트랩의 조임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갖
도록 한다.
어린이용 안전 벨트의 조정은 10쪽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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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시트의 안전 벨트 조정
경고
벨트를 잘 조절하여 아동의 신체에 완전히 접촉
되도록 하고 골반 부분에 오는 안전 벨트는최대
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아동
골반 부분에 낮게 오도록 한다.
1 시트의 앞 가장자리에서 벨트를 잡아당겨 어
린이용 벨트를 조인다.
2 벨트를 당기면서 어린이용 시트 커버의 문자
"PRESS"를 눌러서 어린이용 안전 벨트를 인출
시킨다. 시트 커버 밑의 버튼은 벨트 캐치를
해제시킨다.
3 버클의 위치는 시트의 아래쪽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그림을 참조한다.
4 아동의 키에 맞추기 위해 어깨 벨트를 조정할
수 있으며, "높이 조정 또는 시트 커버 청소
를 위한 어린이용 안전 벨트 제거"를 참조한
다. 무릎 벨트의 끝에 있는 디스크를 맞추어
서 시트 쿠션 속으로 삽입하고 등받이를 통해
인출해서 조정한다. 이후에 등받이의 구멍에
벨트를 삽입하여 시트 쿠션을 통해 내려 뺀다.

경고
래칫이 좌석의 하부를 잠그는지 점검하고 벨트
가 꼬이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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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조정 또는 시트 커버 청소를 위한 안전
벨트 제거
1 지류 스트랩의 끝에 있는 와셔를 돌려 (잠금
장치) 좌석의 시트를 통해 밀어 올린다.
2 시트 멤버를 통해 엉덩이 벨트 (A)의 끝에 와
셔를 밀어 올리고 좌석의 등받이를 통해 꺼낸
다.
시트 커버를 세척할 경우: 스트랩을 보호하도록
한다.

시트 벨트 장착
1 무릎 벨트의 끝에 있는 디스크를 시트 등받이
의 후면에서 삽입하여 전면으로 빼낸다. 디스
크를 시트 쿠션을 통해 밑으로 이동시키고 시
트 프레임 바닥으로 빼낸다.
2 가랑이 벨트(록 버클과 함께)의 끝에 있는 디
스크를 돌리고 시트 쿠션를 통해 아래로 빼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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