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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리클라이닝 방법

ISOFIX 설치하기

ISOFIX 해제하기

3점식 차량벨트 설치하기

제나주니어 플러스



먼저 ISOFIX로 카시트를 장착하고 

아이는 3점식 차량용 벨트를 사용하여 구속합니다.



ISOFIX가 없는 좌석 (카시트의 설치가 불가능 합니다.)

차량 진행 방향에 대하여 옆 및 역방향 좌석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제나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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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확장 예시

헤드레스트와 어깨 너비는
총 7단계로 조절됩니다.
아이의 체형에 맞춰 알맞게
조절해 줍니다.

리클라이닝 방법

카시트 상판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뒤로 젖히면 차량 시트 
각도에 맞춰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탑 테더를 결합하기 전에 등받이 각도를 
맞춰 줍니다.)

등받이를 눕힐 경우 카시트는
자체적으로 고정되지 않으며,
탑 테더를 결합해야 등받이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ISOFIX 설치하기

카시트 측면 하단부 좌,우측의
ISOFIX 길이 조절 버튼을 누른 채
ISOFIX 렛치를 뒤쪽으로 밀어 
주세요.
(좌측, 우측이 별도로 조절 됩니다.)

ISOFIX 렛치가 차량의 앵커에 
‘찰칵’ 하는 소리가 날때까지 
정확히 밀어 결합시켜 주세요. 
장착이 되었다면 ISOFIX 상태 
확인 창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차량 좌석 후면의 앵커에 탑테더를 
걸고 길이조절 벨트를 당겨 카시트가 
최대한 밀착되도록 설치합니다. 
(탑 테더 앵커의 위치는 차량마다 다릅니다. 
차량 설명서를 참조해 주세요.)

카시트 좌우의 ISOFIX 길이 조절 
버튼을 동시에 누른채 카시트를 
밀어 차량 좌석에 최대한 
밀착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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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IX 해제하기

카시트 측면 하단부 좌,우측의
ISOFIX 길이 조절 버튼을 동시에 
누른 채 카시트를 당겨 차량 
좌석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ISOFIX 해제버튼 두 개를 동시에 
잡아 화살표 방향으로 눌러 
주세요. ISOFIX 상태확인 창이 
적색으로 표시 되었다면 랫치가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입니다.   

탑테더 길이조절구를 이용하여 
탑테더 벨트를 느슨하게 조절한 뒤
탑테더를 차량 앵커에서 분리해 
줍니다.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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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앉힌 뒤, 차량의 안전 벨트를 
카시트 하단 안전 벨트 가이드를 
거쳐 차량용 안전 벨트 버클에 결합 
시켜 줍니다.
※안전 벨트는 반드시 최대한 낮게 장착되어
골반이 견고하게 결속 되도록 해주세요.

제나가드를 차량 어깨 벨트가 
지나가는 위치에 맞춰 어깨 벨트 
가이드에 걸어 줍니다.
(카시트 설치 위치에 맞춰 좌측 또는 우측에 
결합해 주세요.)

제나가드를 결합한 어깨 벨트 
가이드에 차량 어깨 벨트를 걸어 
줍니다.

제나가드의 벨크로를 탈착한 뒤
차량 어깨 벨트를 감싸 준 후 
벨크로를 부착하여 마무리 합니다.



커버의 고무줄을 모두 분리한 후
커버를 천천히 당겨 벗겨 줍니다.

설치한 제나가드의 걸이를
상단 어깨 벨트 가이드에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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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IX와 3점식 차량용 안전벨트

제나주니어 플러스 카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