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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YBJÖRN BABY CARRIER ORIGINAL

BABYBJÖRN 베이비 캐리어 오리지널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최고의 베이비 캐리어이며
특별히 신생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소아과 의사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개발되었으며, 아이들의 머리,
목, 등 및 엉덩이를 올바르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BABYBJÖRN 베이비 캐리어
오리지널을 즐겁게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십시오.

본 사용 설명서를 읽을 경우, 페이지 4–5 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앞쪽
A. 머리 지지대 버클
B. 진동둘레
C. 사이드 래치
D. 다리 스트랩
E. 크기 조절
F. 이중 버클
G. 머리 지지대 스트랩

벨트
H. 백크로스
I. BABYBJÖRN 로고
J. 머리 지지대 버클
K. 사이드 래치
L. 조절 버클
M. 다리 스트랩
N. 이중 버클

신생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1. 벨트를 착용하십시오. BABYBJÖRN 로고가 여러분의 왼쪽에 오도록 하십시오.
2. 백크로스가 어깨뼈의 끝자락에 위치하도록 착용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3. 키가 53-60cm 인 신생아의 경우, 크기 조절을 확인하십시오.
4. 이
 중 버클을 잠그고 베이비 캐리어 앞면의 벨트를 매어 주십시오. 찰칵 소리가 나면 잠겨진
것입니다.
5. 슬
 롯에 후크를 삽입하여 한 쪽의 사이드 래치를 매주십시오.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어깨 스트랩을 약간 조이십시오.
6. 베
 이비 캐리어에 아이를 올려 놓으십시오. 각 다리는 베이비 캐리어 앞쪽의 각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하며 아이의 팔은 진동둘레를 통과해야 합니다.
7.

슬롯에 후크를 삽입하여 다른 쪽의 사이드 래치를 매어 주십시오.

8. 양
 쪽에 있는 머리 지지대 버클을 매어 주십시오. 벨트 위의 머리 지지대 노브 뒤쪽에 엄지
손가락을 놓습니다. 찰칵 소리를 내며 끼워 넣으십시오! 머리 지지대 스트랩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머리 지지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머리 주위에 공기가 잘 통하도록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9. 양
 쪽에 있는 다리 스트랩을 매어 주십시오.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의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몸무게가 3.5 kg에서 4.5 kg 이 나가는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10. 아
 이를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어깨 스트랩을 조절하십시오. 아이의 머리에 키스할 수 있는 높이까지
아이를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크로스가 어깨 바로 아래 중앙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최소 생후 5개월까지는 머리를 몸쪽으로 향하게 하여 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시기에는 아기의 목,
등뼈 및 엉덩이가 상당히 튼튼해져 안쪽, 바깥쪽 모두 괜찮습니다.
I

아이의 정확한 키에 따라 베이비 캐리어를 설정하십시오.

II

 이를 정면을 향하도록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의 팔은 진동 둘레를
아
통과해야 하나, 큰 아기의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팔을 접힌 머리 지지대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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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베이비 캐리어에서 꺼낼 경우
항상 아기를 단단히 안으십시오.
•

 용하고 있는 경우, 다리 스트랩을 먼저 푸십시오. 양 쪽에 있는 머리 지지대를 푸십시오. 노브의
사
양쪽에 엄지와 검지를 놓습니다. 누르고 들어 올리십시오.

•

 쪽의 사이드 래치를 푸십시오. 후크의 뒤 쪽(색상이 칠해짐)의 홈이 파있는 곳에 엄지 손가락을
한
놓으십시오. 눌러서 위로 당기십시오. 아이를 들어 올리십시오. 아이가 잠들어 있을 경우에는 양 쪽에
있는 사이드 래치를 열어 앞면을 완전히 열 수 있습니다.

•

이중 버클을 푸십시오.

직물 정보

세탁 안내

면제품
100%면

면 및 면/저지

이 제품은 각기 다른 3가지 구성을
선보입니다.

면/저지
외부 직물: 면 100%
저지 안감: 면 71%, 비스코스 24%,
폴리아미드 5%
그물망
100% 폴리에스터
베이비 캐리어에 사용되는 모든 소재는
유해하거나 알레르기 물질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아기용 제품을 위한 OekoTex Standard 100, class 1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별도로 세탁하십시오. 표백제가 들어 있지 않은
부드럽고 환경 친화적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세탁
가방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물망

안전 승인

BABYBJÖRN 베이비 캐리어 오리지널은 EN
13209-2:2015 의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합니다.

경고!
• 본 캐리어는 어른들만 사용할 수
•
•
•
•
•
•

•

• 캐리어에 아이의 코와 입으로 숨

있습니다.
저체중아와 질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제품 사용 전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캐리어는 체중 3.5–11kg인
어린이에게만 사용해 주십시오.
걷거나, 앉거나, 서있는 경우에만 본
캐리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캐리어는 스포츠 활동 중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어른의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을
잡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몸을 숙이거나 앞이나 옆으로 기댈 때
조심하십시오. 허리가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이의 크기에 맞게 캐리어를 항상
조절하십시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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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따뜻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캐리어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버클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캐리어 안에서 아이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부품이 유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캐리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아이를 캐리어에 놓고 절대 눕거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실내에 위험 요인(열원, 엎질러진 뜨거운
음료)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