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아래의 안전 경고 참조
웨더 커버를 조립 및 사용하기 전에 모든 사용 설명을 주의해서 읽으십
시오.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십시오.
à 더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에르고베이비 캐리어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http://www.ergocarrier.co.kr
à고객만족센터 연락처는 1577-2969 입니다.

후드
후드 스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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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질식 위험
사용 설명을 따르십시오.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어른이 감독하지 않으
면 아기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웨더 커버 착용자는 아기의 기도가 막히
지 않았는지, 그리고 아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지 확인해야 합
니다. ERGObaby 운반기의 사용에 대한 추가 경고 사항은 ERGObaby
운반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세탁 방법
방수 웨더 커버 - 찬물과 순한 세제를 사용하여 손으로 세탁하십시오.
겨울용 웨더 커버 - 세탁기를 약회전으로 놓고 찬물로 세탁하십시오.
표백하지 말고, 다림질 하지 말고, 세탁기에서 건조시키지 마십시오.
à품질 보증
ERGObaby는 모든 제품 자체 또는 기능상의 불량에 대하여 품질을 보
장합니다. 공식수입판매원 ㈜ 이폴리움을 통해 공급된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량 제품 또는 제품에 의
한 문제 발생시 전액(해당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에 의한 문제 발생 시에는 무상 A/S 서
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품의 구매 및 품질에 대한 문의 사항 및 의
견은 ERGObaby 고객만족센터 1577-2969 또는 service@efolium.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웨더 커버(들)을 운반기에 부착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도록 아기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하십시오.
ERGObaby 운반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서 웨더 커버(들)를 운반기에 부착하는 방법:

아기 발 파우치

허리 벨트 Velcro 탭

웨더 커버를 안쪽을 위로 하여 평평한 표면
위에 놓으십시오(그림 A). 방수 웨더 커버는
청색 내부를 위로 하고, 겨울용 웨더 커버는
자주색 내부를 위로 하여 놓으십시오. ERGObaby 운반기를 안감을 위로하여 웨더 커
버 위에 놓으십시오. 양 후드(웨더 커버 후드
와 ERGObaby 운반기 후드)가 위쪽에 오도록
놓아야 합니다.
운반기의 허리
벨트(그림 B)
그림 A
를 직물 루프에
부착할 수 있도
록 접으십시오.
웨더 커버의 중앙 아래쪽에 있는 허리 벨
트 velcro® 탭을 열고, 운반기의 허리 벨
트(그림 B)에 있는 직물 허리 밴드를 통해
서 밀어 넣은 후에 velcro를 접착하여 탭
그림 B
을 닫으십시오.

3개의 스냅이 부착된 측면 패널을 운반기 팔(그
림 C #2) 아래에 있는 운반기의 나일론 스트랩
(그림 C #1)에 끼우고, 3개의 스냅을 측면 조절
고무줄(그림 C #3) 위에 있는 웨더 커버 몸체에
부착된 3개의 스냅에 채우십시오.
다른 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하십시오. 웨더
커버의 측면 패널 탭(그림 D #1)을 패드를 댄 어
깨 스트랩에 감아 루프로 고정시키고, 웨더 커버
후드 아래 부분에 있는 금속 스냅(그림 D #1)에
연결하십시오.

3개의 스냅이 부착된 측면 패널을 운반기 팔 아래
에 있는 운반기의 나일론 스트랩(그림 C #1)에 끼
우고, 3개의 스냅을 측면 조절 고무줄(그림 C #2)
위에 있는 웨더 커버 몸체에 부착된 3개의 스냅
에 채우십시오.
다른 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하십시오.

그림 C

#1
#2

운반기의 허리 벨트를 단단히 고정시킨 후에 운 #3
반기, 그리고 운반기에 연결된 웨더 커버를 착용
하십시오. 아기를 아기 운반기 사용 설명서 책자
의 설명에 따라 ERGObaby 운반기에 앉히고, 어깨 스트랩을 어깨에 걸
친 후에 가슴 스트랩을 잠
그십시오.

#1

그림 D

아기의 발을 웨더 커버
의 바닥 양쪽 가장자리
에 놓고(그림 E #1), 양
쪽에 있는 측면 조절 고
무줄(그림 E #2),을 아기
에게 편안하게 맞도록 조
이십시오. 그러면 아기의
발을 넣을 아늑한 주머니
가 생깁니다.
보다 큰 아기에게 사용
할 때는 웨더 커버 후드의

아래쪽에 있는 후드 스트랩의 스냅을 ERGObaby 운반기의 패드를 댄 어깨 스트랩에
채워 웨더 커버를 단단히 고정시키십시오.
아기가 ERGObaby 운반기에 놓여 있는 상
태에서 웨더 커버(들)를 운반기에 부착하는
방법(전방 자세에서만 사용):

#2

웨더 커버의 내부를 아기 쪽을 향하도록 놓
고, 웨더 커버의 중앙 아래쪽에 있는 허리 벨
트 velcro 탭(그림 B)을 연 후에, ERGObaby
운반기의 허리 벨트(그림 B)에 있는 직물 허
리 밴드를 통해서 밀어 넣고, velcro 를 접착
하여 탭을 닫으십시오.
웨더커버를 잡아당겨서 아기와 운반기를 덮
을 수 있는 위치에 놓으십시오.

#1

#1

주의사항: 아기가 운반기에 앉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운반기 어깨 스트랩의 버클을 풀지 마십시
오. 아기의 발을 웨더 커버의 바닥 양쪽 가장자리
에 놓고(그림 E #1), 양쪽에 있는 측면 조절 고무
줄을 아기에게 편안하게 맞도록 조이십시오. 웨더
커버의 측면 패널 탭(그림 C #1)을 패드를 댄 어깨
스트랩에 감아 루프로 고정시키고, 웨더 커버 후
드 아래 부
그림 F
분에 있는
#4
#3 금속 스냅
#1
(그림 F #1)에 연결하십시오.
다른 쪽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하
십시오.
겨울용 웨더 커버를 방수 웨더 커버
에 부착하는 방법:
방수 웨더 커버를 안쪽을 위로 하여
평평한 표면 위에 놓으십시오. 겨울
용 웨더 커버를 안쪽을 위로하여 방
수 웨더 커버 위에 놓으십시오. 방수
#2
웨더 커버 후드의 위쪽 가장자리에
그림 G
있는 3개의 횡렬 스냅을 겨울용 웨
더 커버 후드의 위쪽 가장자리에 있
는 3개의 스냅에 채우십시오. (그림 G #1)
방수 웨더 커버 후드 측면 패널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3개의 횡렬 스
냅을 겨울용 웨더 커버 후드 측면 패널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3개의
스냅에 채우십시오. (그림 G #4) 방수 웨더 커버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있는 3개의 횡렬 스냅을 겨울용 웨더 커버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있는 3
개의 스냅에 채우십시오. (그림 G #2)
각 웨더 커버의 측면 패널 탭에 있는 하나의 스냅을 채워 탭을 결합시키
십시오(그림 G #3).
그림 B에 표시된 것처럼, 겨울용 웨더 커버의 아래쪽에 있는 velcro® 탭을
허리 벨트에 있는 직물 루프를 통해서 웨더 커버를 운반기에 부착한 후에
velcro®를 접착하여 탭을 닫으십시오.
방수 전방 파우치 – 방수 웨더 커버와 함께 제공
방수 전방 파우치를 방수 웨더 커버와 함께 ERGObaby 운반기 허리 벨
트에 부착하면 운반기를 벗지 않고도 아기를 습한 날씨로부터 쉽게 보호
할 수 있습니다.

그림 E

사용 방법:
전방 파우치를 운반기에 부착하려면 단순히 전방 파우치의 허리 벨트
velcro® 탭을 직물 허리 밴드를 통해서 ERGObaby 운반기의 허리 벨트에
고정시킨 후에 velcro 탭을 닫으십시오.
웨더 커버를 전방 파우치로부터 분리하려면 파우치의 지퍼를 열고 웨더
커버를 잡아당기십시오. 편리한 경우, 웨더 커버의 velcro 탭을 전방 파우
치의 내부에 부착하거나 전방 파우치를 운반기 허리 벨트에 부착한 상태
로 놓아 둘 수 있습니다.
그림 H
방수 웨더 커버를 전방 파우치에 부착하려면
웨더 커버를 내부를 위로 하고 후드를 위쪽으
로 하여 놓아 두십시오. 웨더 커버의 아래쪽에
있는 허리 벨트 velcro 탭을 열고(그림 H), 전
방 파우치의 내부, 뒷벽에 있는 직물 루프를 통
해서 밀어 넣은 후에 velcro 를 접착시키고 탭
을 닫으십시오. 웨더 커버를 전방 파우치 안에
보관하려면 단순히 웨더 커버의 양 옆 부분을
가운데로 접어 넣고(그림 I), 웨더 커버를 위에
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쪽 끝까지 말은 후에(그림 J) 전방 파우치에 넣고(
그림 K) 지퍼를 닫으십시오.

그림 J

그림 I

그림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