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방형

사용자 설명서

ECE R44 04

0+. 1 - 2
세 이상 그룹

체중 
0-25 kg 6 개월-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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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정보

•	에어백이	작동하는	앞쪽	동승자	좌석에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iZi	Plus는	3점	벨트와	함께	후방형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UN/ECE	규정	No.16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	iZi	Plus는	0+,	1와	2그룹에서	0-25	kg	아기를	위한	
후방형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자동차	목록을	읽어	보시고	귀하의	차	모델이	시트를	
사용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는	지	확인해	주십시오.		
www.besafe.com	에서	최근의	자동차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기가	시트에	있을	때	안전띠가	항상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안전띠는	꼬이거나	늘어지지	않게	조여져	있어야	합니다.		
안전띠와	아기	사이에	손가락	한	개	이상의	공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2cm).

•	어깨끈의	커버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이	심장	박동기	
같은	전자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항상	바닥	지지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바닥	지지대가	
완전히	내려갔는지	확인하십시오.

•	아기가	수직으로	앉을	수	있어야	하므로,	아기의	연령이	6	
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이	시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	아기	연령이	1세	미만이고/이거나	체중이	10kg	미만인	
경우,		시트	쿠션	및	몸체	지지대를	사용하고	시트를	가장	
뒤로	제쳐진	위치에	오게	하여	주십시오.	

•	아기	연령이	1세	이상인	경우,		아기	쿠션(추가	구입	
부품)을	제거해	주십시오.	

•	아기	연령이	2세	이상인	경우,		몸체	지지대를	제거해	
주십시오.	

•	아기의	체중이	25kg	이상이거나	아기의	어깨가	머리	
지지대의	아랫면	보다	높은	경우,	아기를	2/3	시트	
그룹으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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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내에	있는	가방,	시트,	차량문에	의해		시트가	
가려지거나	눌리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사용전에는	안전벨트의	손상	또는	꼬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주십시오.

•	어느	한	부품이	손상되었거나	빠진	경우에는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문의가	있을	경우	,	제조업체나	판매처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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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afe iZi Plus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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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의	앞	좌석에	시트를	조립하는	경우,		등받이를	
수직으로	세워	주십시오.	자동차의	뒷	좌석에	시트를	
조립하는	경우,		자동차의	앞	좌석을	가능한	한	가장	
앞쪽으로	밀어	주십시오.

2. 시트	앞쪽	아래의	원추형	튜브	안으로	두	개의	핀을	
밀어	넣어	앞쪽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래칫	휠	장치를	
이용하여	앞쪽	지지대를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래칫	
휠	장치는	앞쪽	지지대를	양	방향으로	조절하는데	
사용됩니다.	래칫	휠	장치	위의	손잡이들(빨간	원을	볼	
것)을	위나	아래로	밀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18)

3. 자동차에	시트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	지지대를	접어	
내려	주십시오.	(19)

4. 위쪽의	녹색	표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닥	지지대가	
아랫쪽으로	완전히	접혀	내려졌는	지	확인해	주십시오.	
(19)

5. 자동차에	시트를	설치하기	전에,	아기	시트	뒷	면에	
연결부를	이용하여	연결될	2개의	앵커	벨트를	먼저	
조립하십시오.	앵커	벨트는	자동차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 에어백이	작동하는	앞쪽	동승자	좌석에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주요 부위

1. 조절	가능한	머리	받침대
2. 어깨끈(2x)
3. 몸체	지지대
4. 안전띠	버클
5. 중앙	조절기
6. 등받이	조절	레버
7. 앞	버팀대
8. 벨트	가이딩	고리
9. 앞	버팀대의	래칭	휠	장치

10. 벨트	가이딩	걸이(2x)
11. 바닥	지지대
12. 바닥	지지대	높이	조절기
13. 바닥	지지대	높이	표시기
14. 앵커	벨트(2x)
15. 머리	받침대	해제	핸들
16. 바닥	지지대	위치	표시기
17. 앵커	벨트	연결기(2x)

후방형 벨트 설치

•	자동차	앞	좌석의	등받이와	시트	쿠션	사이의	공간으로	
벨트	루프를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록킹	장치를	
벨트	루프로	통과시킨	후	조입니다.	(20)

•	이와	같은	방법들을	귀하의	자동차에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	사이트	www.besafe.com	에서	
대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뒷 좌석에 설치하기

•	2개의	앵커	벨트를	합쳐서	하나의	벨트로	만듭니다.	벨트	
2의	잠금	장치를	벨트	2의	루프와	벨트	2의	루프로	차례로	
통과시켜	보냅니다.	세게	잡아	당깁니다.	(21)

•	앵커	벨트의	중간	부분을	자동차	좌석의	안쪽	부분	
위로	놓습니다.	앵커	벨트의	양쪽	끝을	자동차	앞	좌석	
아래에서	교차시킨	후	시트	위쪽으로	가져	올라옵니다.				
(22)

앞 좌석에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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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바닥	지지대가	자동차의	바닥과	닿아	있도록	바닥	
지지대를	조절합니다.		앵커	벨트가	완전히	당겨질	때까지	
팽팽하게	조여줍니다.	(28)

15. 바닥	지지대가	바닥과	닿아	있는	경우,	바닥	지지대	높이	
표시기가	녹색을	나타냅니다.	(29)

16. 	시트를	대시보드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고,		시트가	아직	
대시	보드에	접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앵커	벨트를	
풀어주고	바닥	지지대가	가장	짧은	위치에	오도록	
해주십시오.	

17. 	시트가	대시보드와	닿게	될	때까지	다시	앵커	벨트를	
조이십시오.

18. 자동차의	바닥에	닿도록	바닥	지지대를	조정합니다.
19. “차량의	뒷	좌석에	시트를	두었다면,		가능한	한,	차량의	

앞	좌석을	뒤로	밀어서,	아기	시트와	접촉되도록	합니다.	
아기	시트와	접촉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차량	앞	좌석의	
등받이를	앞으로	밀어서,	아기	시트와		앞	좌석의	등받이	
사이가	최소	25cm가	되도록	합니다.

20. 앞	좌석을	조정하면	앵커	벨트가	느슨해	집니다;	앵커	
벨트를	다시	조여	주십시오.

21. 아기의	다리가	놓이는	부분에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래칫	휠	장치로	앞쪽	지지대를	바깥	쪽으로	이동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	좁게	해	주십시오.

1. 앞쪽	지지대를	설치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시트를	
옆으로	뉘어서	자동차	안으로	가져	갑니다.

2. 시트를	제	위치로	돌려	놓습니다(앞쪽	지지대가	
등받이의	반대쪽으로	옴).

3. 바닥	지지대가	자동차의	바닥	위에서	약	5	cm	정도의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4. 바닥	지지대가	자동차의	바닥	위에	떠	있는	경우,	바닥	
지지대의	높이	표시기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23)

5. 자동차의	앞좌석에	설치하는	경우,		시트를	대시보드	
반대	방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트가	대시보드에	
계속	닿아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	자동차의	
앞좌석을	가능한한	끝까지	뒷쪽으로	밀어서,	아기	
시트와	대시보드	사이의	간격이	최소	25cm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6. 3	점	자동차	벨트를	둡니다.	양옆의	벨트	가이딩	
걸이	및	벨트	고리	뒤로	시트의	본체	위에	앞	버팀대	
가까이에	힙	벨트를	놓습니다	.	자동차	벨트를	딸깍	
소리가	나도록	채웁니다.	(24)

7. 힙	벨트를	당겨서	느슨하지	않게	해	줍니다.
8. 양옆의	벨트	가이딩	돌출부	및	벨트	고리	뒤로	힙	

벨트와	같은	경로를	따라	어깨	벨트를	놓습니다	.	어깨	
벨트를		힙	벨트	위로	꼬아	줍니다.	(25)

9. 어깨	벨트를	당겨서	느슨하지	않게	해	줍니다.
10. 래칫	휠	장치를	이용하여	앞쪽	지지대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지지대가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	안쪽	
까지	잘	눌려	질	때	까지	계속	조여	줍니다.	(26)

11. 힙	벨트가	아주	팽팽하게	조여져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벨트	설치를	
반복해	주십시오.

12. 앵커	벨트를	아기	시트와	연결해	주십시오.	(27)	
13. 차량	본체	앞	부분을	좌석에서	들어	올리지	않고	(앞쪽	

지지대	아랫	부분),	앵커	벨트를	가능한	한	단단히		
조이십시오.	차량	내부에서	앵커	벨트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28)

앵커 벨트를 제 자리에 두면서 계속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뒷좌석에	iZi	Plus를	후방형으로	설치하기.	(30)
•	자동차	앞좌석에	iZi	Plus를	후방형으로	설치하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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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앉히기시트 분리

1. 어깨끈의	위치:	어깨끝의	슬롯이	아기의	어깨	높이와	같거나	
약간	아래	쪽에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2. 안전띠	높이	조절기를	밖으로	당기고	조절기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어깨끈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4)

3. 중앙	조절기	버튼을	누른채로	어깨끈을	위로	당깁니다.	(35)
4. 안전띠	버클을	엽니다.
5. 아기를	앉힐	때	안전띠를	열린	상태로	유지하려면	어깨끈을	

시트	옆쪽	오렌지색	표시에	놓습니다.	(36)
6. 아기를	앉힌	다음에	어깨끈을	아기	어깨	위에	놓고	버클에서	

딸깍!	소리가	나도록	채웁니다.	(37)
7. 안전띠를	중앙	조절기를	통해	녹색	화살표	방향처럼	똑바로	

위/앞쪽으로	당깁니다.	안전띠를	편안하지만	꼭	맞을	때까지	
계속	당깁니다.	(38)	

1. 자동차의	뒷	좌석에	시트가	조립된	경우,		자동차의	앞	
좌석을	가능한	한	가장	앞쪽으로	밀어	주십시오.

2. 래칫	휠	장치를	이용하여	앞	버팀대를	안쪽으로	
이동시킵니다.	

3. 바닥	지지대를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옮겨	줍니다.
4. 앵커	벨트를	해제하십시오.
5. 차의	벨트를	앞쪽	지지대와	시트	베이스에서	분리시켜	

주십시오.
6. 시트의	뒷	부분을	앞쪽으로	밀어	주십시오.	시트를	

돌리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7. 앵커	벨트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십시오.

 !  
•	아기가	시트에	있을	때	안전띠가	항상	채워져	있고	

조여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아기	연령이	1세	이상인	경우,		아기	쿠션(추가	구입	

부품)을	제거해	주십시오.	
•	아기	연령이	2세	이상인	경우,		몸체	지지대를	제거해	

주십시오.	

수면 위치

•	시트에는	등받이의	3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	등받이	조절	레버를	위로	당기면,	시트를	다른	위치로	

바꿀	수	있습니다.	(39)

•	너무	높음	(32)
•	맞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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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백이	작동하는	앞쪽	동승자	좌석에	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3점	자동차	벨트로만	설치하도록	UN/
ECE	규정	No.16	또는	기타	이와	등등한	기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41)

•	바닥	지지대가	차량	앞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후방형으로	조립된	경우,	정면	지지대를	조이지	않고는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후방형으로	조립된	경우,	앵커	벨트를	조이지	않고는	
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경고 : 사용중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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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를	설치할	때에는	반대의	순서로	진행하기	때문에,		
커버를	분리할	때	주의	깊게	하십시오.

•	시트의	아랫	부분을	떼어.	(40)
•	뒷	쪽의	고리를	풀고	천을	앞	쪽으로	잡아	당겨	벗겨	

내면,	머리	받침대의	커버를	분리해서	떼어	낼	수	
있습니다.

•	머리	받침대를	가장	높은	위치에	오도록	당깁니다.	머리	
받침대	커버를	조립하고	뒷	쪽의	고리	들을	연결합니다.	
안전	벨트들을	구멍을	통과시켜	잡아	당깁니다.	머리	
받침대	아랫	쪽의	플라스틱	부분을	이용하여	머리	받침대	
커버의	느슨한	밑	부분을	연결시킵니다.	

•	안전	벨트를	시트	커버의	구멍을	통해	잡아	당기고	버클을	
잠급니다.	시트	부분의	구멍을	통해	가랑이	스트랩을	당겨	
주십시오.

•	가장	윗	부분을	조립한	다음	어깨	부분을	조립하십시오.	
시트	부분을	조립하고	측면	뒷	쪽	아랫	부분으로	시트	
커버를	가져	옵니다.

커버 분리 및 재설치

커버 분리

커버 재설치

세탁 방법

•	천	커버는	커버의	측면에	있는	지시에	따라		세탁해	
주십시오.

•	안전	벨트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손세탁해	주십시오.
•	너무	강한	세정제는	시트	원료	구성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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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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판매 정보

후방형 설치 설명

다음 자동차용 시트

•	본	제품은	준범용	ISOfix	유아용	안전	장치	
시스템입니다.	본	제품은3점	벨트로	고정되는	일반	
자동차	사용에	대한	개정	규정	No.	44.04	조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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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를	참조하십시오.

•	BeSafe	iZi	Up은		is		2/3	시트	그룹으로	아기	연령	
4-12세,	체중	15-36	kg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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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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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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