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to 36kg  / 4-12years

노바 카시트 사용설명서

Nova
품   질   보   증   서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를 거쳐 출고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도중 결함이 발생 되었을 시에는 다음 규정에 의거 보상해 드립니다.

1. 보증 기간 : 1년 (구입일 기준)
2. 보증 내용
     가. 제조상 결함이 있는 제품은 보증 기간 내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 기간 중이라도 유상 수리를 합니다.
           1) 사용중 마모 또는 취급 및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2) 제 3자의 제품 수리에 의한 고장
     다. 보증 기간이 경과한 제품의 수리비는 실비로 청구합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품질 표시

종  류 : 부스터 좌석
모델명 : DCC002
사용 가능한 아이의 체중 범위 : 
15 ~ 36kg이하(Group Ⅱ,Ⅲ)
범주–범용, 준범용
구속 방법–ISOFIX와 3점식 차량 안전 벨트
                  또는 3점식 차량 안전 벨트

제품명 : 노바 카시트
제조원 : Ningbo Cappi Tiger Children Products Co., Ltd.
수입원 : ㈜듀클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353, C동 706호
고객상담실 : 1522-7466
제조년월 : 별도표기
제조국명 : 중국
재 질 : 본체 – 폴리프로필렌
           커버 – 폴리에스터

※ 순성의 모든 제품은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출고합니다.
만일 제조상의 이상이 있는 제품은 고객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안내 사항

안전한 사용을 위한 참고 사항

각 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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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내 사항 
본 제품은 향상된 “i-Size 부스터 시트” 자동차용 어린이 안전 보호 
장치입니다. 차량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 사용 설명서에 표기된 i-size 
또는 ISOFIX 호환 차량에 사용하기 위해 No.129 규칙에 따라 승인 
되었습니다. 
본 제품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제조업체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안내 사항목     차



카시트 사용 전 해당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설명서에 명시된 안내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고 시 탑승한 자녀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카시트 설치 전 베이스 주위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행 중, 주행 후에도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에어백이 설치된 조수석에는 카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카시트가 차량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아이를 구속하는 3점식 차량 벨트를 아이의 몸에 알맞게 조절하십시오.

벨트가 꼬이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허리 벨트가 아이의 골반에 올바르게 위치했는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사고 이력이 있는 카시트는 반드시 사용을 금지하고, 새 제품으로 교체 하십시오.

카시트를 제조사의 승인 없이 개조나 변형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별도의 카시트 덮개 커버가 없을 경우 카시트를 햇빛으로부터 멀리해야 하며, 아이 탑승 전 햇빛에 
노출된 카시트의 온도를 꼭 확인해 주세요.

카시트에 탑승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사고 시 충돌 및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들은 차량 내에 반드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시트 커버를 분리한 채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시트 커버는 제품의 성능 발휘를 위해 필수적인 부속품으로 제조업체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참고 사항



방향 권장 체중 장착 방식 타입

앞보기 15-36kg ISOFIX + 3점식 차량 벨트 부스터 좌석

앞보기 15-36kg 3점식 차량 벨트 부스터 좌석

차량의 뒷좌석은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장 안전한 위치입니다. 
본 제품은 전방을 향하도록 설치해 주십시오. 후방 및 측면 방향으로 장착해서는 안되며, 
에어백이 장착된 좌석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차량에 UN/ECE 규정 No.16 또는 기타 동등한 
표준에 따라 승인된 3점식 차량 벨트가 장착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어깨 벨트

차량 허리 벨트

카시트 사용 전,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잘못 설치할 경우 사고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해당 좌석은 카시트를 설치하기에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좌석에는 카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해당 좌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해당 좌석에 3점식 차량 벨트가 지원될 
경우에만 카시트를 설치하십시오.

경고
경고

올바른 설치 방법

카시트를 설치하는 
앞좌석을 최대한 앞으로 
이동시켜 아이의 다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십시오.

아이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카시트 설치 후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시트 본체에 부착된 스티커 
또는 본 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을 따라 카시트를 
장착해 주십시오.



각 부의 명칭 카시트 설치 및 아이 구속 방법

1-헤드레스트 2-카시트 본체 3-카시트 베이스 4-ISOFIX 렛치

5-헤드레스트 조절 버튼 6-하단 벨트 가이드 7-상단 벨트 가이드 8-ISOFIX 렛치 조절 버튼

8

ISOFIX 렛치를 활용한 카시트 장착 방법

      ISOFIX 장착 지원 차량의 경우

1) 원활한 카시트 설치를 위해 차량 좌석에 위치한 ISOFIX 앵커에 ISOFIX 가이드를 결합해 주십시오.

2) ISOFIX 렛치 길이 조절 버튼을 눌러 렛치를 최대한 길게 조절하십시오.

3)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ISOFIX 렛치를 밀어넣어 앵커에 고정하십시오.

4) ISOFIX 렛치 길이 조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카시트가 차량 등받이에 밀착되도록 밀어 주십시오.

Tip : ISOFIX 앵커의 위치는 차량 사용 설명서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점식 차량 벨트를 사용한 아이 구속 방법

1) 카시트의 ISOFIX 렛치가 차량에 위치한 ISOFIX 앵커에 올바르게 결합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카시트에 아이를 앉힌 후 3점식 차량 벨트를 버클에 결합해 주십시오.

3) 아이의 몸 상단을 고정하는 어깨 벨트를 카시트 헤드레스트에 위치한 상단 벨트 가이드에 걸어 주십시오.

4) 3점식 차량 벨트의 허리 벨트와 어깨 벨트 하단부 모두 하단 벨트 가이드에 걸어 주십시오.

5) 3점식 차량 벨트가 아이를 단단하게 고정하도록 어깨 벨트 상단을 조여 주십시오.

3점식 차량 벨트를 활용한 카시트 장착 방법

ISOFIX 장착 미지원 차량의 경우

1) ISOFIX 렛치를 카시트 베이스 안으로 수납한 뒤, 카시트를 설치할 차량 좌석에 올바르게 올려 주십시오.

2) 카시트에 아이를 앉힌 후 3점식 차량 벨트를 버클에 결합해 주십시오.

3) 아이의 몸 상단을 고장하는 어깨 벨트를 카시트 헤드레스트에 위치한 상단 벨트 가이드에 걸어 주십시오.

4) 3점식 차량 벨트의 허리 벨트와 어깨 벨트 하단부 모두 하단 벨트 가이드에 걸어 주십시오.

5) 3점식 차량 벨트가 아이를 단단하게 고정하도록 어깨 벨트 상단을 조여 주십시오.

※ 노바 카시트는 3점식 차량 벨트 장착 방법으로 ECE R14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방법

카시트 조립 및 분해 방법

카시트 분리 방법

헤드레스트 후면에 위치한 조절 버튼을 당긴 상태에서 높이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이 끝난 후에는 버튼을 놓아 헤드레스트 높이를 고정해 주십시오.

참고 : 헤드레스트가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 ISOFIX 렛치 좌우 측에 
위치한 해제 버튼을 동시에 
눌러 주십시오.
인디게이터의 색상이 
빨간색으로 변하면 올바르게 
해제된 상태입니다.

2) 해제된 ISOFIX 렛치의 
길이를 카시트 베이스 쪽으로 
넣은 후 카시트를 차량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등받이 분리 : 카시트의 등받이를 최대한 눕히고 베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등받이를 들어 올려 분리해 주십시오.

등받이 결합 : 카시트의 등받이를 베이스 연결부에 결합한 후, 
등받이를 들어올려 결합해 주십시오.

물에 적셔 꼭 짠 타월로 닦아 주세요.
먼지나 휴지는 청소기 등을 이용하세요.
물들기 쉬운 음식물 등을 엎지른 경우에는 마르기    
전에 잘 닦아 주세요.

가솔린이나 벤젠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벨트를 표백하거나 염색하지 말아 주세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차량에서 분리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 부속품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0℃ 물에서 손세탁 해주세요
중성세제로 손세탁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펴서 말려 주세요.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손으로 짤 경우에는 약하게 짜 주세요.
충분히 마를 때까지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염소표백제는 색이 빠질 염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다림질하지 말아 주세요.

뉘어서

손세탁

약30℃
중성

약하게

드라이

염소
표백

※ 제품 장착 영상 및 커버 시트 탈,부착 영상은 순성몰(www.soonsungmall.com)의
[고객 지원] > [제품 매뉴얼]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커버류의 세탁 방법

2. 부품 본체류의 손질 방법

제품의 유지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