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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자동차 시트
설치 요령
1. 아동용 자동차 시트 장착
체중을 실어 누르면서 안전벨트 또는
범용고정장치(UAS)를 조이고 고정하여
시트와 좌석 사이가 들뜨지 않도록
설치하십시오. 좌석과 접하는 시트 밑부분이
양옆 또는 앞쪽으로 2.5 cm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조자의 권장사항을
따르십시오. 안전벨트 또는 UAS 중 어느
한 가지만 사용하십시오.

2. 전향 자동차 시트의 고정벨트
전향 아동용 자동차 시트에는 고정벨트
(일반적으로 아동용 자동차 시트 뒤쪽에
있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벨트는
이 용도로 사용하도록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용설명서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앵커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를 구입한
대리점에 가서 설치하십시오.

3. 범용고정장치(UAS)/래치
래치 사용
범용고정장치
2002 년 9 월 1 일 이후에 제조된 모든 신형
캐나다형 자동차에는 범용 앵커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UAS/래치를 사용하기
전에 자동차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아동용
자동차 시트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4. 잠금클립 사용
자동차 안전벨트의 리트랙터 또는 버클
장치에 잠금장치가 없을 경우, 잠금클립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금클립이
안전벨트의 래치 플레이트에서 13 m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십시오. 자동차
사용설명서를 보고 잠금클립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5. 벨트 슬롯 사용
자동차 시트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벨트를
적절한 슬롯에 끼우십시오. 후향 아동용
자동차 시트의 벨트는 아이의 어깨 또는
그 바로 밑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전향
아동용 자동차 시트의 벨트는 아이의 어깨
또는 그 바로 위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6. 벨트 매기
벨트가 꼬이거나 접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유아의 경우, 벨트와 아이의 쇄골 사이에
손가락이 한 개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향 자동차 시트의 경우에는 아이의 가슴과
벨트 사이에 손가락이 한 개 들어갈 정도로
조절하십시오. 가슴 클립은 겨드랑이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7. 에어백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
아동용 자동차 시트는 자동차 앞좌석의
에어백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13 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뒷좌석입니다.

8. 후향 자동차 시트의 각도 조절
유아용 자동차 시트는 자동차 뒤쪽을 향해야
하며 45 도 각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둘둘 만 수건이나 물놀이용 플라스틱
막대(풀 누들)를 시트 밑(앞쪽)에 넣어 각도를
조절하십시오. 자동차 시트의 80 퍼센트가
자동차 좌석에 의해 지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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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스터 시트
부스터 시트는 성인용 안전벨트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아이의 몸을 높여줍니다.
모든 종류의 부스터 시트에는 무릎/어깨 콤비
벨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의 머리가 부스터
시트, 자동차 좌석 또는 헤드레스트의 상단에
기대져야 합니다. 어깨벨트는 아이의 어깨와
가슴 중앙을 가로질러 매어져야 하며,
무릎벨트는 엉덩이 부분을 가로질러 매어져야
합니다.

10. 안전 라벨 확인
캐나다 내 판매를 위해 제조된 모든 아동용
자동차 안전시트는 캐나다 자동차안전기준
(Canadian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CMVSS) 라벨 또는 규격합격증이 제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품 유효기일도 확인해
보십시오. 제품 유효기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10 년 이상 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라벨 또는 규격합격증이
없는 아동용 자동차 시트는 캐나다 자동차안전기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아동용 자동차 시트 안전에 관한 상세 정보 안내:
안내
www.mto.gov.on.ca/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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