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in 360TM  GT
child restraint

ECE R44.04: A,C,D
ECE R44.04: ISOFIX

ECE R44.04: Group 0+/1 (0–18kg)

사용설명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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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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n 360 은 고품질 자재를 사

용하며 유럽/ 한국 안전 인증을 획득한 유아용 어린이 카시트입니다.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고 단계별에 따라 아이에게 최상의 안전과 편안함을 제 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ofix 가 장착된 차량에 설치 가능하며, 자동차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앵커의 정확한 위

치 및 사용전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ECE R44.04 규정에 따라 Iso-

fix 를 장착하여 카시트를 사용시, 아이 몸무게 18kg 이하가 적당합니다.

베이스

제품을 설치하시기 전에 사용 설명서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추후 사용을 위해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해 주시고,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베이스 하단에 위치한  수납공간에 사용 설명서를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품리스트

1.1 헤드 레스트

1.2 시트 패드

1.3 버클

1.4 카시트 어깨벨트 길이 조절

1.5 등받이 각도 조절 버튼

1.6 서포팅래그

1.7 서포팅래그 인디케이터

1.8 서포팅래그 길이조절버튼

1.9 시트 회전 버튼

1.10 시트 회전 안전 장치

1.11 어깨 벨트

1.12 신생아 이너시트

1.13 헤드 레스트 높낮이 조절 
레버

1.14 측면 충격 보호 장치

1.15 아이소픽스  커넥터

1.16 아이소픽스 조절 버튼

1.17 아이소픽스 가이드

부품을 확인해주시고, 없는 부품이 있다면 에이원 고객센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원 고객 센터 (02-1800-8561).

KR



3 4

 경고

! 카시트가 사고로부터 완벽하게 아이를 보호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카시트장착이 사망이나 심각한 부

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이 몸무게 18kgs(약 4세)이하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전벨트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kg 미만의 아이는 전방 장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되

도록이면 오랫동안 더욱 안전한 후방 장착 모드로 사용하시

길 권장합니다.

! 사용설명서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카시트를 설치 시, 아

기가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부품을 사용하시거나, 임의로 카

시트를 보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고

! 부품이 없어지거나 손상되었을 시, 카시트사용을 중단하시

길 바랍니다.

! 아기를 포대기등으로 감싼채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

랍니다. 어깨벨트 및 가랑이 벨트의 올바르지 못한 고정으

로 아기를 잘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카시트 사용시, 안전벨트가 올바르게 착용되어야하며, 아이 

골반 위로 허리 벨트가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 카시트를 고정하지 않고 차량에 두지 마십시오. 카시트가 

움직일 수 있어, 탑승자가 다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

용하지 않을 시, 카시트를 차량에서 제거하여 주시길 바랍

니다.

! 아이는 반드시 올바르게 장착된 카시트에 탑승되어야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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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절대로 에어백이 있는 좌석에 후방장착으로 카시트를 설치

해서는 안됩니다.

! 사용한 이력을 알 수 없는 중고 카시트를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중고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안전할 

수 없습니다. 

! 아이의 피부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카시트를 직사광선

으로부터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 전복되어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 카시트를 일반 의자로 사

용하셔서는 안됩니다.

! 시트 커버 없이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제조사가 추천하지 않은 봉제물을 교체하여 사용하지 마시

길 바랍니다. 봉제물은 어린이안전장치 성능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구성품 입니다. 

! 카시트에 제조사가 제공하거나 추천하지 않은 악세서리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고

! 차량내에 고정되지 않는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급회

전, 급정거 그리고 충돌로 인해서 아이가 부상을 입을 수 있

습니다. 

! 카시트 상단에 물건을 올려 놓아서는 안됩니다.

! 카시트 안전벨트가 꼬이거나 차량 문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

시길 바랍니다.

! 사고가 있는 경우 카시트 사용을 중단하여 주시길 바랍니

다. 보이지 않는 내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 즉시 점검을 

받아시길 바랍니다.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카시트를 차량에서 제거하여 주

시길 바랍니다.

!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전 포장재와 비닐을 제거

후, 아이가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카시트 점검, 수리, 부품 교체에 대해서는 조이의 정식 한국 

디스트리뷰터인  에이원 고객센타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Tel: 1800-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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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카시트 하단 로그레그 주변에 물건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 아이를 태운 상태로 카시트를 운반 하셔서는 안됩니다.

! 아이소픽스 가이드에 오염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

길 바랍니다. 카시트가 오염,먼지, 음식물 부스러기등의 침

투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 카시트의 아이소픽스 부분은 사용 설명서나 카시트에 표시

되어있는 부분 외에 사용하셔서는 안됩니다.

! 아이소픽스커넥터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설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차량 시트 조건에서는 카시트를 설치하셔서는 

안됩니다.

1. 허리벨트 또는 2점식 안전벨트만 사용하는 차량용 시트

2. 차량의 주행 방향 관점에서 옆쪽이나 뒷면을 바라보는 

차량용 시트

3. 설치하는 동안에 움직임이 있는 차량용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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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제품 정보
1. 유럽 ECE R44.04 규정에 따라 준범용 아이소픽스 클래스 A.C.D 어린이

용 보호장치입니다.

2. 매뉴얼 뒷면에 기입된 차량 피팅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기준 

No.44.04와 한국 KC 기준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단, 모든 자동차와 호환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호환성 관련하여 의문 사항은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소픽스 설치

본제품은 아이소픽스 어린이 보호장치 입니다. 유럽 ECE R44.04 기준으로 

승인 받았으며, 아이소픽스 앵커가 설치된 차량에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합

니다.

차량 매뉴얼에 기재된 아이소픽스 부착으로 승인된 곳에 장착 가능합니다.  

관련 의문 사항은, 카시트 판매 업체나 자동차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본 장치는 아이소픽스 사이즈 클레스 A.C.D 입니다.

사용 무게: 신생아 부터 아이 체중 18kgs이하

구분: Group 0+/1 

자재: 플라스틱, 금속,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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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체중 장착모드 장착 이미지 권장 연령
등받이 
각도조절

<18 kg

9 - 18 kg

 

후방
장착
모드

  

전방
장착
모드

1-5 단계

1-5 단계

ECE R44.04

신생아~
약 4세

약 1세~
약 4세

설치모드 선택

3

설치시 고려 사항

아래 그림 1  - 2

베이스 설치

아래 그림 3  - 12

! 차량에 카시트 베이스를 설치 후, 레그

가 아래(바닥)쪽을 향하도록 당겨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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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소픽스를 차량에 장착한 후, 서포

팅 레그 를 바닥까지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포팅 레그가 올바르게 장

착 되었을 때 인디케이터의 색이 초록

색으로 변합니다. 인디케이터의 색상

이 빨간색일 때에는 장착이 올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7  

! 서포팅 레그는 12단계로 조정 가능합

니다. 서포팅레그 인디케이터가 빨간

색을 나타낼 시, 서포팅 레그가 잘못된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8  

! 차량바닥에 서포팅 레그 완전히 밀착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서포팅 레그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는 서포팅 레그 해제 버튼을 누르신 

후, 위쪽으로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7  

!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잡아당기며 카시

트가 확실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이소픽스 커넥터는 아이소픽스 앵커

와 완전히 결합 및 고정되어야합니다. 
9  -1 

! 서포팅 레그가 초록색을 나타내어 올

바르게 장착되어야합니다. 9  -2

올바른 카시트 사용을 위하여 설명서 상

에 후방 장착과 등받이 각도 조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를 돕기 위해 아이소픽스 가이드

를 차량 앵커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4  -1 

! 아이소픽스는 10단계로 길이 조절 가

능합니다. 손쉬운 설치를 위하여 아이 

소픽스 조절 버튼(1)을 눌러서 아이소

픽스 길이를 확장시켜 주시기 바랍니

다. 5  

! 아이소픽스 커넥터의 조절기능을 사용

하여 손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

소픽스 조절 버튼 5  -1을 눌러서 아이

소픽스 커넥터를 베이스에서 완전히 

빼냅니다 5  -2.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연결한 후, 아이소픽스 조절 버튼을 눌

러 차량 시트 방향으로 밀착시킵니다. 

! 반드시 양쪽의 아이소픽스 앵커 포인

트가 아이소픽스 커넥터에 바르게 연

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 

쪽 ISOFIX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반드

시 초록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6  -1



13 14

등받이 각도 조절 후 서포팅 레그의 위

치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후방 장착 시, 각 5단계씩 등받이 각

도 조절 가능합니다.

! 측면 충격 보호장치를 측면부분에 있

어 최대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보

호장치가 오픈 포지션에 설정 되어있

는지 확인하세요. 

1. 측면 충격 보호장치는 옆의 그림의 

설명과 같이 수동으로 열 수 있습니

다 15 .

2. 차량 문 쪽 반대편 방향의 측면 충격 

보호장치를 닫으면 필요 시에 시팅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차량 외부

와 가까운 측면은 항상 오픈 포지션

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6

11

12

12

14

13

10

1

2

1

2

15

16

1

2

아이소픽스 카시트 베이스 분리

아이소픽스 조절 버튼을 누른채 10  -1 베

이스를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소픽스 커넥터 버튼을 누르며 11  -1 

& 11  -2 차량으로부터 아이소픽스커넥터

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카시트를 운반해야 할 경우는 손상을 예방

하기 위해, 아이소픽스 조절 버튼을 눌러
12  -1 아이소픽스 커넥터를 안으로 넣어주

시길 바랍니다 12  -2.

아래 그림 13 - 14

등받이 조절 버튼 13  을 눌러 원하는 위

치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등받이는 그

림 14  와 같이 조정 가능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헤드레스트 및 어깨벨트 높이 조절
아래 그림 15-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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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레스트의 높이 조절 후, 어깨 벨

트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

길 바랍니다. 17  

! 후방 장착시, 아이의 어깨와 어깨벨

트 높이가 일직선상에 위치 혹은 어

깨벨트 슬롯이 어깨 아래에 위치되어

야 합니다. 17

! 전방 장착시, 아이의 어깨와 어깨벨

트 높이가 일직선상에 위치 혹은 어

깨벨트 슬롯이 어깨 위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17

2. 헤드레스트는 6단계로 높낮이 조절

이 가능합니다.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 레버를 꽉 누르시며 18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헤드레

스트 는 그림 19  과 같이 상하로 조정 

가능합니다. 

18

1

2

19

후방 장착으로 사용하기
(몸무게 18kgs이하/약 4세까지 후방 장착 가능)

아래 그림 3  - 9

!  반드시 뒷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신 

후, 아이가 탑승되도록 하시길 바랍

니다.

아래 그림 20 - 29

1. 카시트 분리 시, 아이소픽스 조절 버

튼을 누른 상태로, 카시트를 자동차 

시트로부터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20 

-1 

2. 회전버튼을 눌러 시트 방향을 옆쪽 

혹은 앞쪽으로 조정하시면,  아이를 

쉽게 카시트 에 앉히고 내리실 수 있

습니다. 21&23

3. 아이소픽스 조절버튼 22  을 누르며, 

아이소픽스 커넥터 간격을 조정해주

시길 바랍니다 , 

! 아이소픽스 커넥터는 앵커포인트에 

장착되어, 확실히 고정되어야합니다. 
23  -1 

! 카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었을 때, 인

디케이터에 초록색이 표시됩니다.   
23  -2 

21

23

2

1

20

1

2

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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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시트에 아이를 태운 후, 어깨벨트에 양팔을끼우시길 바랍니다.

6. 버클을 체결합니다. 아래 그림 (27)에 따라 버클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28

카시트 안전 벨트 착용 방법
아이를 카시트에 태운 후, 어깨벨트가 

올바른 높이에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1. 안전 벨트 조절을 위해 그림 23에 표

기된 시트 홀에 손가락을 넣어 조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어깨 벨트를 당겨 적당한 길이로 조

정하시기 바랍니다. 24

2. 버클 분리를 위하여 빨간 버튼을 눌

러 주시길 바랍니다. 25

3. 편하게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시트 

양 옆에 안전 벨트 버클을 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6

4. 아이 보호를 위해 신생아 이너시트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27

25

27

26

28

24
2

1

  

1

2

아기가 신생아 이너시트보다커지기 

전까지는 이너시트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이너시트는 

측면충돌보호

효과를 높혀 줍니다.

상단 헤드서포트의

스냅버튼을 떼어주면

이너시트의 헤드 부분을

테어내실 수 있습니다.

헤드서포트가 더 이상 아기에게 

맞지 않을 때 헤드 서포트 

부분을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더 이상 편안하게 

이너시트 안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자라면 이너시트를 떼어 

주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이너시트는 평균 9kg

까지 사용 가능하여 9kg 

이후에는 이너시트 내부의 

보조쿠션을 제거해서

약 12kg까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조쿠션은 이너시트와 

별개로 사용하여 아이 등을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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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벨트가 편안하게 아이를 감쌀수 

있는 알맞은 길이까지 안전벨트 끈을 

아래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29

! 아이를 카시트에 태운 후, 어깨벨트

가 올바른 높이에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카시트에서 아이를 내리실 때는, 그

림 24 & 25 & 26 에 따라 안전벨트와 

버클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34

2

1

1. 시트를 전방으로 회전 시 시트회전 

안전 장치를 눌러 전방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가 9 kg 이상일 

때). 31

2. 아이를 카시트에 손쉽게 탑승 또는 

하차 시에 회전 버튼을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32 & 34

3. 아이소픽스 조절버튼 33 -1을 누르

며, 아이소픽스 커넥터 간격을 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33 -2

!  아이소픽스 커넥터는 앵커포인트에 

장착되어, 확실히 고정되어야합니

다. 34 -1 

!  카시트가 제대로 장착되었을 때, 인

디케이터에 초록색이 표시됩니다. 
34 -2 

30

1

2

32

33

31

아래 그림 3  - 9

!  카시트를 장착한 후, 아이를 탑승시키

셔야 합니다.

아래 그림 30 - 37

1. 카시트 분리 시, 아이소픽스 조절 버튼

을 누른 채, 카시트를 자동차 시트로부

터 당깁니다. 30 -1 

전방 장착으로 사용하기
(몸무게 9kg~18kg/1세~4세까지 전방 장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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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안전 벨트 착용 방법
아이를 카시트에 태운 후, 어깨벨트가 올

바른 높이에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1. 안전 벨트 조절을 위해 그림 33에 표기

된 시트 홀에 손가락을 넣어 벨트 길이 

조절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

시에 어깨 벨트를 당겨 적당한 길이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35

2. 버클 분리를 위하여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36

3. 편하게 아이를 태울 수 있도록, 시트 양

옆에 안전 벨트 버클을 고정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7

4. 전방 장착으로 카시트를 사용하실 때, 

신생아 이너시트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

다.

5. 카시트에 아이를 태운 후, 양팔을 어깨

벨트에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버클

을 체결합니다.

!  아이를 카시트에 앉힌 후, 어깨 벨트가 

올바른 높이에 있는지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36

37

38

39

6. 안전벨트가 편안하게 아이를 감쌀수 

있는 알맞은 길이까지 안전벨트 끈을 

아래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38

!  아이 가슴과 어깨벨트 사이의 공간에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확보되

어야합니다.

7. 카시트로부터 아이를 내리실 때는, 그

림 35 & 36 & 37 에 따라 안전벨트와 

버클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 39 - 46

빨간 버튼을 눌러 안전벨트를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39

시트류(시트커버, 어깨벨트 커버) 분리는 

아래 그림 40 - 46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분리된 시트를 다시 씌울때, 반대로 진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류 분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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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4 45

46

40

43

! 이너시트 쿠션을 제거 하신 후에는, 아이가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30도 미만의 차가운 물에 시트류(커버 등) 세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트에 다리미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표백이나 드라이 클리닝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원액의 세제, 가솔린 또는 용해제를 사용하여 본 제품을 닦지 마시기 바랍

니다. 제품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 절대로 강한 힘을 가해 시트 패드와 커버의 물기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

로 인해 시트 패드와 커버에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그늘에서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 오랜 기간동안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주십시오.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서늘하고 시원한 곳에 제품을 보관하

여 주시길 바랍니다

! 청소 중 벨트커넥터를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지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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