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기본 사용 방법
매번 승차 때 마다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 벨트를 매십시오!

모든 아이들은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좌석 벨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아이는 항상 뒷 좌석에
앉으며 절대로 에어백 앞에 앉지
않습니다.
제 차에 타는 모든 이가 각자의
나이와 사이즈에 맞는 올바른
카시트, 부스터 시트 또는 좌석
벨트를 사용하여 안전 벨트를
맵니다.
제 아이의 카시트는 부품, 라벨,
설명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차와 차 좌석에 대한
사용 지침을 이행하여, 제 아이가
올바른 방식으로 딱 맞게안전
벨트를 매도록 합니다.
제 아이의 카시트는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카 시트 정보를
온라인카시트 종합 가이드(Ultimate Car Seat
Guide)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safekids.org/ultimate-car-sea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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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이하의 아기는 후면 방향 카시트를 사용합니다
제 아이는 항상 뒷 좌석에 앉으며 절대로
에어백 앞에 앉지 않습니다.
제 아이는 항상 아이의 체격과나이에 맞게
만든 카시트를 사용하여 차에 탑니다.
제 아이는 차의 후면 방향으로 카시트에
앉습니다.
제 아이에게 카시트 어깨끈이 딱 맞게 조
절 돼 있으며, 제가 어깨 부분에 매인 끈을
손으로 집을 수 없습니다.

제 아이의 카시트는 차 안에 단단하게 매
여 있으며 좌석 벨트가 매인/부착된 곳을
당겼을 때 1인치 (2.54 cm) 이상 움직이
지 않습니다.
제 아이는 아이의 체격이 카시트 후면 방
향 한도를 도달할 때까지 후면 방향 카
시트를 사용합니다. 많은 카시트의 후
면 방향 한도는 35 파운드 (15.88kg),
40 파운드 (18.14kg), 또는 45 파운드
(20.41kg) 까지 입니다.
저는 절대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
습니다.

유아와 큰 아이들은 정면방향의 상단 테더가 있는 카 시트를 사용합니다
내 아이가 2살을 넘었고 또한 후면 방향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체중 또는
키 한도를 넘은 경우:
제 아이는 항상 뒷 자석에 앉습니다.
제 아이는 항상 아이의 체격과나이에 맞게
만든 카시트를 사용하여 차에 탑니다.
제 아이에게 카시트 어깨끈이 딱 맞게 조절
돼 있으며, 제가 어깨 부분에 매인 끈을 손
으로 집을 수 없습니다.

제 아이의 카시트는 차 안에서 단단하게 매
여 있으며 벨트 쪽을 당겼을 때 1인치(2.54
cm)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상단 테
더를 사용합니다.
제 아이는 아이 체격이 카시트 정면 방향 한
도를 도달할 때까지 정면 방향 카시트를 사
용합니다. 많은 카시트의 정면 방향 한도는
50 파운드 (22.68kg) 또는 그 이상입니다.

나이가 더 많거나, 체격이 더 큰 아이들은무릎 및 어깨 좌석 벨트가 있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합니다
내 아이가 정면방향 카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체중 또는 키 한도를 넘은 경우:
제 아이는 항상 뒷 자석에 앉습니다.
제 아이는 항상 무릎 및 어깨 좌석 벨트를
사용하여 부스터 시트에 앉습니다.
무릎 벨트는 제 아이의 배가 아닌, 엉덩이
아래 위치합니다.

어깨 벨트는 제 아이의 어깨에 위치합니
다 – 목이나 팔 아래 또는 등 뒤에 있지 않
습니다.
제 아이에게 좌석 벨트가 편안하고, 평평하
며 잘 맞습니다
제 아이는 8-12살이 되면 부스터가 없어
도 좌석 벨트가 맞을 것 입니다.

아이가 좌석 벨트를 맬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제 아이는 13살이 될 때까지 항상 뒷 자석
에 앉습니다.
제 아이는 항상 무릎 및 어깨 좌석 벨트를
사용합니다.
무릎 벨트는 아이의 배가 아닌, 엉덩이 아
래 위치합니다.
어깨 벨트는 아이의 어깨에 위치합니다 –
목이나 팔 아래 또는 등 뒤에 있지 않습니
다.

제 아이의 등이 차량 좌석 뒷면에 단단히
고정되며, 아이의 무릎이 차량 좌석의 앞쪽
모서리에서 접히며, 아이가 이 상태로 계속
승차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좌석 벨트가 편안하고, 평평하
며 잘 맞습니다.. 만약 좌석 벨트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제 아이는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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