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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back booster

사용설명서KR



    

 조이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이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당신과 당신의 귀여운 아이가 함께하 는 여행

에 조이도 동참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조이 듀알로 카시트는 고품격 품질과 

안전인증을 받은 그룹 2/3 카시트입니다. 본 제품은 15-36kg( 대략 3-12 세) 유아 어

린이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단계별에 따라 아이에게 최상의 

안전과 편안함을 제 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카시트는 3점식 차량용 안전 벨트로 장착이 가능하며, 유럽 안전인증 ECE No. 16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준법에 적합합니다.

주니어 카시트
! 중요 : 추후 사용을 위해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용설명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품 하단에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KR
부품 리스트
조립 전에 빠진 부품이 없는지 재 확인 바랍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에이원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립 시 연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헤드레스트

2. 등보호대

3. 시트

4. 팔걸이

5. 헤드레스트 조절 레버

6. 측면 충돌 보호대

7. 아이소픽스 커넥터

8. 아이소픽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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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차량 시트나 차량 문에 끼지 않도록 올바른 위치에 카시
트를 장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이 카시트는 15~36kg (대략 3~12세 또는 이하) 자동
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입니다.

! 안전벨트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올바르지 않은 카시트의 설치는 급커브, 급정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시, 심각한 부상의 위험성이 커지게 합
니다.

! 절대로 다른 제조사로부터 제작된 부속품을 사용하지 마
시길 바랍니다. 부속품 교체가 필요시, 에이원 고객센터
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 이 설명서의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앞좌석에 앉는 것보다 
뒷좌석에 앉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앞좌석 에어백이 있 
는 차량이라면, 차량 매뉴얼을 참고하여 카시트를 장착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절대 아이를 카시트에 혼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 설명서의 제공없이 타인에게 카시트를 제공해서
는 안됩니다.

! 카시트 사용시, 안전벨트가 올바르게 착용되어야하며, 
허리 벨트가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골반을 확실
히 고정시키길 바랍니다.

 주의

! 차량내에 고정되지 않는 카시트를 놓아서는 안됩니다.급
회전, 급정거 그리고 충돌 시, 고정되지 않은 카시트가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를 사
용하시지 않으실 때에는 카시트를 차량으로부터 제거하
시거나, 차량에 완전히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내에 고정되지 않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충돌로 인해서 상해를 줄수 있습니다. 

! 사고가 있는 경우 카시트 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즉시 점검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카시트에 제조사가 제공하거나 추천하지 않은 악세서리
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손상되거나 부속품을 분실한 카시트는 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상된 차량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아이의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카시트를 직사광
선으로부터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카시트에 아이를 앉히
시기 전에 카시트의 금속이나 플라스틱 부분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사용한 이력을 모르는 중고 카시트를 사용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시트 커버 없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제조사가 추천하지 않은 시트류를 교체하여 사용하지 마
시길 바랍니다. 시트류는 어린이안전장치 성능에 있어서
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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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뒷자석과 마주보게 카시트를 설치하시지 마시길 바랍니
다.

! 높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는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부 주
의한 상태에서 손상된 카시트에 대해 제조업체나 판매업
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시, 새 
카시트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사항
사고나 긴급한 상황인 경우, 즉시 아이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품 정보
카시트를 사용하시기 전에 매뉴얼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의문 사항은 조이의 정식 한국 공식사인 에이원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Tel: 1800-8561)

 3 점식 안전벨트로 카시트 설치하기

1. 이 제품은 범용 어린이 보호 장치 입니다. 이 제품은 유럽 안전인
증(UN ECE) no.44.04 승인을 받았으며, 대부분 차량에 장착 가
능합니다.

2. 차량 제조자가 표준/범용 어린이 안전 장치 시스템에 적합한 차량
이라고 명시한 경우, 사용이 적합한 제품입니다.  

3. 본 어린이 보호 장치는 이전의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보다 훨씬 엄 
격한 조건하에 범용으로 분리됩니다.    
 

아이소픽스와 3점식 벨트로 카시트 설치하기

1. 본 제품은 준범용 어린이 보호 장치 입니다. 유럽 ECE R44.04 기
준으로 승인 받았으며, 아이소픽스 앵커가 설치된 차량에 일반적
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차량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아이소픽스 부착으로 승인된 곳에 장
착 가능합니다. 

3. 관련 의문 사항은, 카시트 판매 업체나 자동차 제조업체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제       품: 

사용무게:

분       류:

고객센터: 

카시트

아이몸무게 15-36kgs(약 3세에서 12세까지)

Group 2/3

180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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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4  참조 

!  헤드레스트 뒷 레버를 누르면서 위로 

당기면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과 함께  

등받이 폭 또한  동시에 확장됩니다.

아래 그림 1  - 2  참조 

!  아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

여 측면 충돌 보호대를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차량문과 측면 보호 쉴드

가 맞닿은 경우, 측면 보호대를 닫아 

주셔도 됩니다.      

 

2

1

1

2

4

3

측면 충돌 보호대 사용

아래 그림 3  참조  

시트 너비 확장 조절

헤드레스트 조절만으로 시트와 폭 동시 조절

K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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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6  - 9  참조

설치시 고려 사항

매뉴얼에서 장착 위치 확

인하시고,

반드시 카시트 장착으로 

승인된 위치에 장착하셔

야 합니다.

아래 그림 9  - 21 참조 

아이소픽스가 설치가능한 차량이라면, 
자동차 시트와 등판 사이에 앵커포인트
가 있습니다.

차량 설명서를 참고하여 앵커 포인트의 
정확한 위치와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아이소픽스 차량 앵커 포인트에 아
이소픽스 가이드를 끼워 고정시켜주
시길 바랍니다. 9  아이소픽스 가이
드는 차량 시트의 손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올
바르게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2.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사용하기 위해, 

아이소픽스 조절 버튼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10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아이소픽스 가
이드와 마주보도록 180도 회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11  

3점식 안전 벨트로 설치

1

42 3

75 6

42 3

75 6

1

1



12 13

카시트 사용 
아래 그림 17 - 21 참조 

!   차량용 안전벨트를 잡아 당기시어 벨트 가이드를 통과시켜주신 

후 17 ,버클을 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17 -3 

3.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아이소픽스 

앵커 포인트에 장착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12  

! 양쪽 아이소픽스 커넥터가 앵커 포
인트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는 지 확
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장
착시에는 양쪽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녹색을 가르킵니다. 12  -1 

! 양쪽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잡아
당겨서 카시트가 차량에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차량으로부터 카시트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a. 보조 락 버튼 13  -1 과 아이소픽

스 커넥터의 버튼 13  -2 을 누른
채 카시트를 분리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b. 180도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회
전한 후, 아이소픽스 조절 버튼
을 눌러 커넥터를 접어 주시길 
바랍니다. 14  

2

1

1
3

3

112 14

15 16

1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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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어깨와 어깨 벨트 가이드가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어깨벨트를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17 -1

! 안전벨트가 팔걸이 위에 놓여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팔걸이 아래로 통과
되어야합니다. 17 -2

!   차량 안전 벨트 체결 버클이 길어 카
시트를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카
시트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17-4

!   허리벨트는 엉덩이부분 아래에 위
치해야합니다. 17 

!   해드레스트 하단부가 그림 18 과 같
이 아이 어깨와 일직선상에 놓여야
합니다. 18 어깨벨트는 반드시 빨간
색 안전벨트 가이드를 통과하여야합
니다.19  

31

2 4

17

18

19

! 어깨와 허리벨트가 장착된 전방을 
향하는 차량 시트에 카시트를 확
실히 고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가 등을 구부리지 않고 카시
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
길 바랍니다.

! 어깨 벨트는 안전벨트 가이드에 
통과되어야하며 21 느슨하지 않도
록 고정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

! 벨트가 아이 목, 머리, 얼굴과 맞닿
을 시, 해드레스트 높이를 재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벨트가 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그림 22 - 25참조 

20

21

22 23

시트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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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 미만의 차가운 물에 시트류(커버등)을 세탁하여 주시길 바
랍니다.

! 시트에 다리미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표백이나 드라이 클리닝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원액의 세제, 가솔린 또는 용해제를 사용하여 본 제품을 닦지 마시
기 바랍니다. 제품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절대로 강한 힘을 가해 시트 패드와 커버의 물기를 제거하지 마십
시오. 이로 인해 시트 패드와 커버에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 오랜 기간동안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분
리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서늘하고 시원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 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트류 착용 분리 순서의 반대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24

25

유지 및 보수



P-IM0315AShare the joy at joiebaby.com

gemm™ 
0+ (0–13kg)

Joie Children's Products (UK) Ltd, 
Venture Point, Towers Business Park, 
Rugeley, Staffordshire, WS15 1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