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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5-36 kg 4-12세

ECE R44 04

전방형

사용자 설명서

세 이상 그룹 체중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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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afe iZi Up FIX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중요 정보

인생의 처음 단계에서 얻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BeSafe
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본 시트를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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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조언 
품질 보증

• 에어백이 작동하는 앞쪽 동승자 좌석에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iZi Up FIX는 UN/ECE 규정 제 16조 또는 
기타에 승인된 바와 같이 3점 벨트와 함께 
ISOfix 고정쇠 포인트가 장착된 차량에 FIX 
고정쇠와 함께 전방형으로 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iZi Up FIX 는 2-3그룹에서 15-36 kg 아기를 위한 
전방형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아기 시트에 앉힐 때에는 아기를 항상 3점 벨트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ISOfix와 함께 설치된 경우: 주행하기 전에 표시기가 
녹생으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후에는 시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손상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iZi Up FIX가 가방이나 시트, 또는 차량 문을 세게 닫을 
때 무게에 눌리거나 가려지지 않도록해 주십시오. 

• 사용 시 마다 3점 벨트가 손상되었거나, 꼬여져 있지는 
않은 지, 조여져서 설치되어 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창에 문의가 있을 경우 , 당사의 A/S 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시트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꼭 읽어야 
합니다. 잘못 설치하면 아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니오

어깨 벨트

허리 벨트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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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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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ix 삽입 클립 
 (2x)(바닥면)
ISOfix  자동차 고정쇠

머리 받침대  
머리 받침대 커버
어깨 벨트 가이드
등 받침대
등 받침대 커버 
등 받이 조절 핸들 (x2)
시트
시트 커버
FIX 조절 핸들
베이스

설치 준비

주요 부위

FIX 표시기(2x)
FIX 분리 단추(2x)
FIX 연결기(2x)

설명 레이블
이동 손잡이
사용자 설명서 보관
높이 조절 손잡이

iZi Up FIX 사용법

• ISOfix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제조사 안내서를 
확인하십시오.

• ISOfix 자동차 고정쇠를 갖춘 승객용 좌석에 FIX 연결을 
사용하여 시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ISOfix 자동차 고정쇠가 없는 차의 경우,  FIX 연결부를 
끼워 넣은 3점 차 벨트를 이용하여 모든 승객용 좌석에  
iZi Up FIX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뒷 좌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3점 차 벨트 만를 이용하여 iZi Up FIX를 설치할 경우 5 
점에서 계속하십시오

전방형 FIX 및 벨트 설치

• 에어백이 작동하는 앞쪽 동승자 좌석에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ISOfix로 설치한 경우: 주행 전에 표시기가 
녹색을 나타내는 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시트를 앞 좌석에 설치한 경우: 차의 좌석 등받이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차의 좌석을 
가능한 한 뒤쪽으로 밀어 주십시오.

!

1- 삽입 클립 을 자동차 시트의 
ISOfix 연결부(시트와 등받이 
사이)에 고정합니다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삽입 
클립을 분리해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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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4)

4-

5-

베이스를  최대한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까지 밀어 
주십시오(5).

시트의 등받침대가 차의 좌석 등받이에 닿아 있는 
지 확이해 주십시오. 차의 머리 받침대가 시트를 
등받이에서 밀고 있을 경우, 머리 받침대를 분리시켜 
주십시오(6).

(5)

(6)

2- FIX 조절 핸들을 베이스 앞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2). FIX 연결부를 베이스 바깥에서 끝까지 밀어 
주십시오 (3). 

(3)(2)

클릭!

클릭!

3 베이스를 자동차 시트위에 놓아 주십시오. ISOfix 고정쇠 
포인트에 있는 FIX 연결부 들을 차의 좌석에 걸어 
주십시오.  두 개의 FIX 표시기가 모두 녹색을 나타내는 
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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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분리하기

1-

2-

3-

4-

5-

v 어깨 벨트 가이드의 아랫 부분을 밀어서 열고 벨트를 
가이드에서 분리합니다 (10).

FIX 조절 핸들을 당겨 
꺼내십시오 (11).

FIX 연결부 위의 FIX 해제 
버튼을 누르고 FIX 연결부를 
해제시킵니다 (12).

FIX 연결부를 베이스 
안쪽으로 완전히 밀어 
주십시오 (13).

ISOfix 연결부에서 뚜껑을 
분리.

(10)

(11)

(13)

(12)

6-

7-

어깨 벨트 가이드의 아랫 부분을 밀어서 열고 벨트를 
가이드에 오게 합니다. 벨트가 꼬여서 가이드를 다시 
닫고 있지 않는 지 확인해 주십시오 (8).

시트에 어린이가 앉아 있지 않더라도, 
항상 차의 3점 벨트를 버클에 끼운 후 
주행해 주십시오 (9) (9)

고정 끈의 위치

• 고정 끈을 사용하려면,  iZi Up
을 놓고 차의 머리 받침대를 
가장 놓은 위치에 둡니다.

• 고정 끈을 iZi Up 머리 
받침대의 커버와 표면 사이에 
오도록 합니다.

• 그리고 나서 끈이 차의 머리 
받침대 양쪽  고정바를 둘러 
지게 합니다.

•  높이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iZi Up이 적절한 높이에 오도록 
조절합니다.

• 찍찍이 끈과 연결하여 가능한 
한 단단하게 고정 끈을 조여 
줍니다 (7).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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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앉히기

1- 높이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등받이와 머리 받침대를 
적절한 높이로 조절합니다. 
어깨 벨트 가 아기의 
어깨와 같도록 확인해 
주십시오(14).

(14)

2- 어깨 벨트 가이드의 아랫 부분을 밀어서 열고 벨트를 
가이드에 오게 합니다. 벨트가 꼬여서 가이드를 다시 
닫고 있지 않는 지 확인해 주십시오 (15).

(15)

2- 벨트를 버클에 채워 주십시오. 무릎 
벨트가 허리 위에 있는 지 확인해 
주십시오 (16).

클릭!

(16)

3- 견인기 쪽으로 벨트를 당겨서 
벨트의 느슨한 부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17).

• 등받이 조절 핸들을 위쪽으로 올리면 iZi Up을 두 가지 
수면 위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8). 

• 시트를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등받이가 
다시 수직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벨트를 
견인기 방향으로 당겨서 
벨트에서 느슨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19).

수면 위치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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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분리 및 재설치

1-

2-

3-

• 반대 순서로 커버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커버를 
분리하십시오.

• 시트는 분리 가능한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전 설명서의 반대 순서로 커버를 재설치해 주십시오.

뒷쪽에 벨크로를 열고 시트에서 등받이 커버를 분리하고, 
탄성 루프를 고정용 후크에서 분리한 다음, 등받이의 
테두리에서 커버를 조심스럽게 당겨 시트로부터 커버를 
분리합니다.

탄성 루프를 고정용 후크에서 분리하여, 머리 받침대의 
테두리에서 커버를 조심스럽게 당겨 머리 받침대의 
커버를 분리합니다.

탄성 루프를 고정용 후크에서 분리한 다음, t시트의 
테두리에서 커버를 조심스럽게 당겨 시트로부터 커버를 
분리합니다.

커버 분리

커버 재설치

세탁 설명

• 커버 안쪽에 있는 설명서에 따라 시트 커버를 세탁해야 
합니다.

• 너무 강한 세정제는 시트 원료 구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색을 함께 세탁
(20)

경고: 가능한 잘못된 사용

• 에어백이 작동하는 앞쪽 동승자 좌석에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등받이 조절 핸들 주변으로 벨트를 두르지 
마십시오.

• 표시기가 녹색을 나타내지 않으면 iZi Up FIX
로 주행하지 마십시오(21).

• 3점 벨트 
없이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2).

!

(21)

(22)

주행하지 마십시오! 주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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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참고 정보

• 시트의 어떤 부품도 분해하거나 개조하거나 추가하지 
마십시오. 순정 부품이나 액세사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품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

• 자동차의 동승자 시트에서 유아용 시트를 들어 올리기 
위해 쿠션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고 발생 시에 
아기를 올바로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 아기를 방치한 채로 시트에 남겨 놓지 마십시오.
• 모든 동승자에게 응급 상황 시에 아기를 풀어주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자동차에 유아용 시트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고정해 
놓아야 합니다.

• 쓰레기 또는 기타 물체가 올바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고 발생 시에 고정되지 않은 쓰레기로 
인해 아기와 어른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커버 없이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커버에는 안전 
기능이 있으며 정품 BeSafe 커버로 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커버 아래쪽에는 EPS 폼을 사용합니다. 폼이 손상될 수 
있으니 폼 쪽으로 너무 세게 밀거나 당기지 마십시오.

• 너무 강한 세정제는 원료 구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BeSafe에서는 중고 유아용 시트를 판매하거나 구입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 사용자 설명서를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시트에 
보관하십시오.

• 아기가 시트에 있을 때는 가정의 테이블이나 조리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ISOfix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사 자동차 안내서를 
확인하십시오.

자동차에 유아용 시트를 설치할 때 유아용 시트가 내장재에 
닿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자동차의 내장재, 
특히 가죽으로 된 내장자가 찢기거나 얼룩지거나 변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호 커버(BeSafe)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

14

• 시트는 3점 포인트 자동차 벨트와 함께 일반적인 유아 
보호 장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점 자동차 벨트로 
고정된 차량 내 일반적 사용에 대한 개정 규정 No. 
44.04, UN/ECE 규정 No. 16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  ISOfix 위치(자동차 설명서의 세부사항 참조)로 승인된 
위치가 있는 차량의 경우, 시트를  FIX연결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트는 별도의 ‘자동차 목록’에 있는 자동차 시트 
위치에 고정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른 자동차의 시트 
위치도 본 유아용 안전 장치를 고정하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경고: 확실하지 않으면 유아용 안전 장치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최신 자동차용 시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www.besafe.eu를 참조하십시오.

핵심 판매 정보 - 전방형 벨트 설치 및 FIX 설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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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

• 모든 BeSafe 제품은 주의를 기울여 설계되고 제조되고 
검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BeSafe 유아용 시트는 생산 
라인 외부의 당사 시험 연구소에서 검사합니다. 또한 
시트는 독립적인 시험 기관에서도 검사합니다.

• 커버와 안전끈을 제외하고 구매 후 24개월 이내에 
원료 또는 제조사 실수로 인한 제품 결함이 입증되면 
구매하신 장소로 반품하십시오.

• 제품 보증은 시트를 올바르고 주의해서 사용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대리점에 연락하면 수리를 위해 제조사로 
돌려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 보증이 해지됩니다.

• 영수증이 없는 경우, 잘못 사용해서 결함이 생긴 경우, 
남용이나 오용, 부주의로 결함이 생긴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