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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these instructions carefully
before use and keep them for
future reference. Your child’s
safety may be affected if you
do not follow these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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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정보

조이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귀여운 아이가 함께 하는 여행에 조이도 동참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조이 Aire Skip 는 국내 안전 기준을 통과한 고품질의 제품으로, 당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
니다. 이 제품은 약 15kg( 생후 1 개월-36 개월) 까지의 아이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단계별에
따라 아이에게 최상의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 꼭 매뉴얼을 보관하여 주세요.
Joiebaby.co.kr 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조이 제품 및 설명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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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받침대 조절

11

캐노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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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바퀴 잠금 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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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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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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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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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응급 상황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아이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을 모두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판매처나 AS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모델에 따라 일부 특징이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제품
사용기간
재료
특허번호
생산지
브랜드명
웹사이트
제조사

Aire Skip 유모차 (절충형)
몸무게 15kg 이하 (생후 1개월-36개월)
플라스틱, 메탈, 패브릭
진행 중
중국
조이
www.joiebaby.co.kr
Joie Children's Products (UK) Limited

부품리스트
조립 전에 빠진 부품이 없은지를 먼저 확인 바라며, 빠진 부품이 있을 시에는 판매처나 AS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
니다. 조립 시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유모차 프레임
2. 앞바퀴
3. 뒷바퀴
4. 폴딩 버튼
5. 캐노피

6. 머리 받침대
7. 어깨 벨트 커버
8. 안전 가드
9. 발받침 패드
10 발판

11.앞바퀴 회전 잠금 장치
12. 앞바퀴
13. 뒷바퀴
14. 3/5 포인트 버클
15. 캐노피 지지대

16. 잠금 해제 버튼
17. 바구니
18. 뒷 바퀴 브레이크
19.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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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액세서리 (별도 구매)

1

2

1. 머리 지지대 (모델 별 상이)
2. 어깨 벨트 커버 (모델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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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조립은 성인이 해야 합니다.
! 본 유모차는 생후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몸무게 15kg이하의 아이들에
게 적합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모차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등받이를 눕혀 놓고 2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아이가 생후 7개월이 지난 후 본 제품을 사용하실 때 한시간 이하로 사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항상 가랑이 벨트와 허리 벨트를 동시에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깨 벨트도 함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신생아의 체구에 맞게 어깨 벨트를 조절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어깨 끈 길
이가 너무 길게 남는다면 아이의 목에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끈을 떨어트
린 상태)
! 불안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관 바구니에는 4.5kg이상을
적재하지 마십시오.
! 절대 아이를 유모차와 혼자 두지 마시고, 반드시 아이가 유모차에 있는 동
안에는 어른의 보호 아래 두시길 바랍니다.
! 이 제품에는 한 아이 이상 태우지 마십시오. 핸들이나 캐노피에 가방, 쇼핑
백, 물건 그 밖에 다른 액세서리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 초과 적재, 부정확한 폴딩 또는 다른 제조사로부터 제작된 부품 사용은 유
모차의 손상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되며 안전성의 문제가 됩니다. 사용설명
서를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모차를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후 사용을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용 설
명서의 지시나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아이가 심각한 부상 또는 사
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전벨트와 안전장치는 반드시 정확한 방법에 따라 사용 되어야 합니다.
! 유모차 장치 조절 시, 주행 시 움직이는 부위에 아이의 몸이 끼이지 않도
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낙상이나 미끄러짐 등 심각한 부상을 막기 위해서 항상 벨트를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절대 유모차를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모차를 화기물, 높은 온도로 발열하는 물체, 액체 또는 전기제품 곁에 두
지 않습니다.
! 아이가 유모차에서 일어나거나 머리를 유모차 밖으로 내밀지 않도록 주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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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도나 내리막길 또는 위험한 장소에 유모차를 두지 않도록 합니다.
! 유모차를 사용 하시기 전에 반드시 모든 부분들이 잘 조립 되어 있는지,
잘 고정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의 목졸림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의 목 근처나 주위에 끈이 있는 장난
감 또는 물건등을 두지 마십시오.
! 유모차가 기울지 않게 어떠한 물건도 핸들에 걸지 마십시오.
! 아이가 유모차에 있는 동안 절대로 유모차를 들지 마십시오.
! 보관 바구니에 아이를 넣어서 옮기지 마십시오.
! 유모차가 기울지 않게 절대 아이가 유모차에 기어 오르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아이를 들어올려 유모차에 태우거나 내려 주십시오.
! 손가락 끼임 현상을 막기 위해 유모차를 접고 펼 때 주의 하시길 바랍니
다.
! 아이가 유모차 근처에 있을 때에는 유모차가 완전히 접혀 있는지 펼쳐져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유모차 사용 이전에 반드시 모든 부품이 정확히 조
립되고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목 졸림을 막기 위해 캐노피로부터 아이가 멀리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
오.
! 유모차를 정차해 두실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고정시켜 주시길 바랍
니다.
! 만약 유모차의 부품, 구조의 부품 분실이 발견되고 으스러지는 소리 또는
부품의 부족, 바퀴가 굴러갈 때 부드럽지 못하고, 다른 비정상적인 상태
가 보인다면 유모차를 사용하지 마시고, 판매처에 수리나 협의를 위해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제품은 달리기나 활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질식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용전에 반드시 모든 비닐 포장을 제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닐 포장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제품은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신생아를 위해
서는 최대 각도로 뉘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아이가 유모차를 가지고 놀지 않게 주의 하십시오.
!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거나 내릴 때에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가 유모차에 앉힌 후 브레이크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바닥 상태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한 상태에서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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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조립 방법

등받이 세우기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모두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등받이 각도를 확인한 다음에 잘 고정해 줍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그림 2.1와 같이 누르고 폴딩버튼을 꾹 쥐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림 2.2와 같이 동시에 유모차를 뒤쪽으로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접힌 부분이 딸깍하
고 맞춰져야 합니다.

! 다음 단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유모차가 확실히 펴져있는지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STROLLER ASSEMBLY

앞 바퀴 조립

안전바 사용
안전바는 왼쪽 또는 오른쪽, 양쪽 에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그림 8.1과 같이 안전바 해체 버튼을 누르고 안전바를 그림 8.2처럼 위쪽으로 잡아
당깁니다. 안전바의 끝 부분을 고정장치와 나란히 두고 아래로 누르면 잠깁니다.
Tip

아이를 쉽게 앉히고 들어올리기 위해 안전바가 간편하게 열립니다.

앞 바퀴들을 앞쪽 다리에 끼워 넣습니다. 바퀴가 바르게 장착 되었는지 바퀴를 움직
여서 확인합니다. (그림 3참조)
앞 바퀴 축의 스냅 버튼을 누르면 앞 바퀴를 분리 하실 수 있습니다.

버클 사용

뒷 바퀴 조립

버클 잠그기
허리 벨트 버클과 어깨 벨트 버클을 맞추고 (그림 10.1 참조), 중앙 버클 버튼을 누
릅니다. (그림 10.2 참조)
딸깍'소리가 들린다면 버클이 바르게 잠긴 것입니다. (그림 10.3 참조)

뒷 바퀴들을 뒤쪽 다리에 끼워 넣습니다. 바퀴가 바르게 장착 되었는지 바퀴를 움직
여서 확인합니다. (그림 4 참조)
뒷 바퀴 축의 스냅 버튼을 누르면 뒷 바퀴를 분리 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립된 유모차의 모습은 그림 5와 같습니다.

유모차 작동
각도 조절
등받이 눕히기

버클 해체하기
버클을 해체하기 위해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 9 참조)

!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벨트가 바르게 채워
져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아이가 편안하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어깨와 벨트 사이의 간격이 손
두께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 어깨 벨트를 교차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어깨 & 허리 벨트 사용

!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 아이를 앉혀놓은 후에 어깨와 허리 벨트가
알맞은 길이인지를 확인합니다.

등받이에 있는 탭을 잡아당겨서 등받이를 눕힙니다. (그림 6 참조)

! 유모차 안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손으로 등받이를 고정한 뒤 등받이를 눕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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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LLER OPERATION

유모차 펴기

왼쪽과 오른쪽 끈을 같이 잡은 상태에서 각도 조절기를 밀어서 등받이를 세워줍니
다.(그림 7 참조)

그림 11.1 어깨 벨트 장치
그림 11.2 좌석 미끄럼방지 조절 장치
큰아이를 위해서는 어깨 벨트 높이를 A에 위치한 슬롯에 고정하고 작은 아이를 위해
서는 어깨 벨트 높이를 제일 낮은 B에 위치한 슬롯에 고정합니다.
어깨 벨트 고정장치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짧은 쪽 면을 앞쪽으로 오게 틀어서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서 앞쪽으로 줄을 어깨 벨트 슬롯으로 통과시
킵니다. (그림 12 참조)
다시 끈을 등받이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아이의 어깨 높이와 가장 가까운 슬롯 통해
통과시킵니다. (그림 13 참조)
좌석 미끄럼방지 조절장치를 사용하여 벨트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그림 14.1 참조)
그림 14.2의 버튼을 눌러서 허리 벨트를 잡아당겨서 알맞은 길이로 조절합니다. (그
림 14.3 참조)

발받침 조절
! 평평할 때 발받침을 사용합니다.
1. 시트 쿠션 아래에서 발받침 지지대를 빼줍니다. (그림 15.1 참조)

브레이크 사용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레버를 그림 19와 같이 아래 방향으로 밟아
주고, 양 쪽의 브레이크 모두 밟아주었을 때 유모차가 제동 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들어올리면 브레이크 장치가 풀립니다.
Tip

유모차가 정차에 있을 때에만, 브레이크 장치를 사용합니다.

유모차 접기
유모차를 접기전에 캐노피 지지대를 위로 잡아 당겨 줍니다. (그림 17.1 참조)
잠금 해제 버튼(그림 20.1 참조)을 눌러주고 폴딩버튼을 쥐어줍니다. (그림 20.2 참
조)
유모차를 접기 위해서 앞쪽으로 눌러줍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완전히 접힌 것입니다. (그림 21 참조)

관리 및 유지

2. 시트 아래의 고리를 장착해 줍니다. (그림 15.2 참조)

캐노피 사용
캐노피를 열기 위해서는 캐노피를 앞쪽으로 당겨준 다음 양쪽에 있는 캐노피 지지대
를 눌러서 펴줍니다. (그림 17 참조)

STROLLER OPERATION

캐노피를 접기 위해서는 캐노피 양쪽에 있는 캐노피 지지대를 위쪽으로 잡아 당기고
캐노피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림 17.1 참조)

1. 분리 가능 한, 시트 패드는 차가운 물로 세탁하여 그대로 자연 건조해 주시길 바랍
니다.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 유모차 프레임 세척 시, 가정용 비누와 따뜻한 물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백
제 또는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수시로 느슨해진 나사, 마모된 부품 또는 찢어진 바느질이나 부품이 없는지 확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만약 유모차가 지나치게 강한 햇빛이나 열에 노출되어 있다면 색이 바라거나 휘어
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만약 유모차가 젖었다면, 보관 전에 캐노피를 열어 주시고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앞바퀴 회전 고정 장치
앞바퀴 회전 고정 장치를 위로 올려주면 움직이는 방향되로 바퀴가 유지 됩니다. (그
림 18 참조)
Tip
지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앞바퀴 회전 고정 장치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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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약 바퀴에서 소리가 난다면, 가벼운 소재의 기름 (예: WD-40, 녹방지기름 또는
재봉틀 기름)을 사용 하십시오. 바퀴 축과 바퀴 조립 부분에 오일을 칠해 주시는 것
이 중요합니다. (그림 1 참조)
7. 바닷가에서 유모차를 사용하신 경우, 유모차의 기계 장치와 바퀴 조립부분의 모래
와 소금기를 완벽하게 제거 및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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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받침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고리를 분리합니다. (그림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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