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ab 9-3, Saab 9-5

900설치 설명서
SCdefault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MONTERINGSANVISNING · INSTALLATION INSTRUCTIONS 
MONTAGEANLEITUNG · INSTRUCTIONS DE MONTAGE

SITdefault

Saab 9-3, Saab 9-5        
아동용 안전 시트 "Saab 아동용 안전 시트 "Saab 아동용 안전 시트 "Saab 아동용 안전 시트 "Saab Belt SeatBelt SeatBelt SeatBelt Seat""""

Accessories Part No. Group Date Instruction Part No. Replaces

12 799 916 9:88-16 Jun 02 12 798 999

중요 사항 페이지 2

장착 페이지 3

D980A353



2 12 798 999

Saab 9-3, Saab 9-5

중요 사항

ECE R44 그룹 2+3에 따라 3-10세 또는 15-32kg의
아동용으로 정면을 향해 사용하도록 승인되었다.
아동용 안전 시트는 ECE R16 또는 이와 동등한 규
격에 적합한 3점식 안전 벨트와 함께 사용토록 승
인되었다.

� 아동용 시트 등받이가 제거된 경우 아동용 시
트는 머리 받침대가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설치되어야 한설치되어야 한설치되어야 한
다다다다.

� 아동은 짧은 거리를 운행할 때에도 항상항상항상항상 안전
벨트를 매도록 한다.

� 아동용 안전 시트를 고정하는 벨트의 장력과 차
량 도어에 압착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

� 안전 벨트의 비틀림 여부와 아동의 신체에 적
합한지를 확인한다. 무릎 벨트는 아동의 골반
을 지나도록 해야 하며 복부를 지나지 않도록
한다.

� 아동용 안전 시트에 아동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
다.

� 아동용 안전 시트가 충돌 사고에 관련된 경우
에는 절대로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절대로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절대로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절대로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아동용 시트는 도어에 끼어 손상될 수도 있다.

� 아동용 안전 시트를 태양에 노출시키면 매우 뜨
거워지는 것에 주의한다.

� 아동용 안전 시트는 제작사의 승인 없이 절대
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시트는 아동이 타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항상항상항상항상 차
량에 고정되도록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제동
이나 충돌 사고에서 운전자나 승객에게 상해의
위험성이 있다.

� 뒷좌석이 접혀지는 경우에는 등받이가 직립 위
치에서 제대로 고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모든 하중은 잘 고정되도록 한다.

� 아동용 시트는 커버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정품의 시트 커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세척 시 도움말:

시트 커버 안에 부착된 라벨을 참조한다.

�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Saab
딜러에 연락한다.

경고
아동용 시트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설명서를 숙
독한다. 아동용 시트는 이들 설치 설명서에 기
술된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경우에도 장착되지 않어떤 경우에도 장착되지 않어떤 경우에도 장착되지 않어떤 경우에도 장착되지 않
아야 한다.아야 한다.아야 한다.아야 한다.

경고
차량에 프런트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 아
동용 시트는 이 시트에 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
다.다.다.다.

프런트 조수석 시트에 아동용 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차량에 프런트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프런트 조수석 에어백
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조수석 시트 앞의 대시
보드에 문자 AIRBAGAIRBAGAIRBAGAIRBAG 및 SRSSRSSRSSRS가 표시되어 있
으며 조수석 선 바이저 또는 조수석 대시보드의
끝단에 라벨이 있다. 특정 시장 차량의 경우 조
수석 시트 앞의 대시보드 셸이나 선 바이저에도
라벨이 있다.

주의
아동용 시트의 설치 위치에 대한 국가의 법규를
숙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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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1 아동용 안전 시트는 등받이에 견고하게 기대
어 놓이도록 차량 시트에 위치시킨다.

2 아동용 안전 시트에 아동을 앉히고 아동이 등
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어 앉을 수 있는지를 확
인한다.

3 어깨 벨트와 무릎 벨트를 당겨서 아동을 감싸
고 벨트를 체결한다. 어깨 벨트는 시트 등받
이의 홈(A)를 통과해야 한다. 어깨 벨트와 무
릎 벨트 모두 벨트 고정장치 쪽에 있는 아동
용 안전 벨트 가이드(B)의 밑을 통과하도록 해
야 한다.

4 벨트의 비틀림 여부와 아동의 신체에 견고하
게 착용되는지를 확인한다. 무릎 벨트는 골반
에 놓이도록 해야 하며 복부를 지나지 않도록
한다. 대각선 벨트는 아동의 어깨를 견고하게
감싸야 한다.

5 필요하면 등받이는 두 개의 나사를 제거하여
시트 쿠션에서 쉽게 분리시킬 수 있다. 이 경
우에 시트 쿠션은 머리 받침대가 있는 자리에
서 사용되어야 한다.

경고
차량에 프런트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 아
동용 시트는 이 시트에 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절대 장착되지 않아야 한
다.다.다.다.

프런트 조수석 시트에 아동용 시트를 장착하기
전에 차량에 프런트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프런트 조수석 에어백
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조수석 시트 앞의 대시
보드에 문자 AIRBAGAIRBAGAIRBAGAIRBAG 및 SRSSRSSRSSRS가 표시되어 있으며
조수석 선 바이저 또는 조수석 대시보드의 끝단
에 라벨이 있다. 특정 시장 차량의 경우 조수석
시트 앞의 대시보드 셸이나 선 바이저에도 라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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