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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ECE R44 그룹 3에 따라 6-10세 또는 15-32kg 어린
이용으로 앞을 향한 어린이 시트용으로 승인되었
다. 벨트 쿠션은 ECE R16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
의 3점식 벨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 벨트 쿠션은 앞/뒤좌석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
나 일부 국가에서는 앞좌석에 벨트 쿠션을 장
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벨트 쿠션은 머리받침대가 있는 좌석에 설치해
야 한다.한다.한다.한다.

• 어린이는 짧은 거리를 운행할 때라도 항상항상항상항상 안
전 벨트를 채운다.

• 벨트 쿠션을 고정하는 벨트가 올바로 꼭 조여
지고 도어에 끼이지는 않았는지 확인한다.

• 안전 벨트가 비틀리지 않고 팽팽하며 어린이의
신체에 꼭 맞게 오도록 한다.  하부 벨트가 골
반에 와야하고 배에 와서는 절대로 안된다.

• 벨트 쿠션에 어린이를 앉혀 둔 채로 차에 혼자
놔두지 않는다.

• 벨트 쿠션을 사용 중에 충돌한 적이 있으면 절절절절
대로대로대로대로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 벨트 쿠션이 햇빛에 노출되면 매우 뜨겁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 생산자의 승인없이 벨트 쿠션에 액세서리를 붙
이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 좌석은 어린이가 타고 있지 않을 때도 항상 항상 항상 항상 차
량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고정하지 않으면
급제동을 하거나 충돌 시 운전자나 승객이 상
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 접을 수 있는 뒷좌석이면, 등받이가 직립 위치
에 완전하게 잠에 것을 확인한다.

• 세척 시 도움말: 좌석의 트림에 라벨이 미싱으
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경고
벨트 쿠션을 장착하고 사용하기 이전에 전체 설명벨트 쿠션을 장착하고 사용하기 이전에 전체 설명벨트 쿠션을 장착하고 사용하기 이전에 전체 설명벨트 쿠션을 장착하고 사용하기 이전에 전체 설명
서를 숙독하도록 한다.서를 숙독하도록 한다.서를 숙독하도록 한다.서를 숙독하도록 한다.

경고
앞 승객석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벨트 쿠션을 설치해서는 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 안된다.

앞 승객석에 벨트 쿠션을 장착하기 이전에 여기
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  앞 승객석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는 차에는
승객석 앞 계기판에 SRS 표시가 있고 승객석 측
계기판 단부에 라벨이 붙어 있다.  또한 승객석
앞 계기판 커버에도 라벨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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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1 좌석의 등받이에 안착되도록 시트에 벨트 쿠
션을 놓는다.

2 시트 쿠션에 어린이를 앉히고 어린이의 등이
차의 좌석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지는지 확인
한다.

3 대각선 벨트와 하부 벨트를 어린이에게 채우
고 벨트를 잠근다.  대각선 벨트와 하부 벨트
는 한쪽 시트벨트의 잠금장치에 있는 벨트 가
이드 아래를 지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부 벨
트만 벨트 쿠션의 벨트 가이드 아래를 지나야
한다.

4 안전 벨트가 비틀리지 않고 팽팽하게 아동의
신체에 꼭 맞게 오도록 한다.  하부 벨트가 골
반에 와야하고 배에 와서는 절대로 안된다 .
대각선으로 매는 벨트는 어린이의 어깨에 와
야 한다.

경고
앞 승객석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벨트 쿠션을 설치해서는 절대로절대로절대로절대로 안된다.

앞 승객석에 벨트 쿠션을 장착하기 이전에 여기
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  앞 승객석에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는 차에는
승객석 앞 계기판에 SRS 표시가 있고 승객석 측
계기판 단부에 라벨이 붙어 있다.  또한 승객석
앞 계기판 커버에도 라벨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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