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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연령 만4세 이상

마이폴드 부스터 시트는 체중 15 ~ 45kg
까지의 아동용으로, UN ECE R44/04의 
분류상으로는 체중15~35kg의 그룹 2~3
으로 승인되었으며 체중 45kg 아동 대상
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였습니다.

미국 승인 : FMVSS 213 

본 아동용 카시트는 연방정부의 모든 자동
차 안전기준에 부합합니다.

전세계 승인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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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폴드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폴
드는 세계에서 가장 작고 휴대하기 편한 카시트 
입니다. 일반 등받이가 없는 부스터시트의 10분
의 1 크기에 똑 같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이폴드는 전세계 안전기준을 통과하여(호주 제
외) 어린이들의 어떤 이동 시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마이폴드에 만족하
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
견이나 피드백 있으시면 언제든 공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마이폴드를 만나보세요.

 support@mifold.com

 @mifoldBooster

 www.mifold.com/contact

 pinterest.com/mifold

 facebook.com/mifold

 instagram.com/mifold

*안전관련 클레임은 NHTSA FMVSS 213 과 
UNECE 44/04 규범을 적용합니다.

사용설명서 보관

마이폴드 사용 전 주의사항

본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기 전에 올바른 장착법 
및 아이를태우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안전에 관한 경고를 읽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를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마이폴드 모서리에 위치한 슬롯에 설명서를 보관
하십시오. 사용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잘 읽고 , 이
에 맞추어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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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벨트 가이드

어깨벨트 가이드 버클

부스터 카시트 쿠션

사용 설명서

스토리지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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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카시트

허리벨트 가이드

허리벨트 통과구

허리벨트 해제 벨트

어깨벨트 가이드 스트랩

A

B

C

D

E

E

F

G

H J

I

BB

C

DAD
C

마이폴드      구성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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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15 ~ 45kg 사이의 아동이 사용 가능합니
다.

 신장 90 ~ 150CM 사이의 아동이 사용 가능합
니다.

 아동이 5점식 하네스 카시트 사용을 마쳤거나 
주행 중 카시트에 제대로 앉아있는 경우에 마이
폴드 사용을  해 주십시오

 제대로 앉아있다는 의미는  허리벨트를 느슨하
게 하지 않고,  어깨벨트를 팔 아래나 등 뒤로 돌
리지 않고, 몸을 옆이나 앞으로 기대지 않아서 
안전벨트가 올바른 위치에 유지된 상태입니다.

- 부스터 카시트는 성인용 안전벨트를 아동에
게 장착 가능하게 고안된 용품입니다. 

- 차량 허리벨트는 복부가 아닌, 엉덩이 밑 골
반과 허벅지 부분으로 걸치게 위치시켜 주세
요

- 차량 어깨벨트는 어린이 어깨 전체에 걸쳐지
게 하여 목에 닿거나 어깨에서 빠지지 않도
록 해주십시오.

 아동 안전에 대한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국
가별 사용지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아동이 좌석에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거나 안
전벨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아동의 체중이 45kg을 초과하는 경우

- 아동의 신장이 150CM를 초과하는 경우 

- 부스터 시트 없이도 아동에 차량 안전벨트가 
잘 맞는 경우

사용 권장 체중, 신장 사용 권장 체중,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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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안전수칙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뒷좌석에 장착할 것을 
권고합니다.

본 부스터 카시트 장착 전, 장착하고자 하는 차량에 
적합한 제품인지, 차량의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에어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면 에어백이 장
착된 차량좌석에는 본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이폴드 그랜앤고 부스터 시트는 정상적인 상태
로 장착되어야합니다.  차량 좌석 아래 혹은 이동가
능한 좌석 사이, 차량 문에끼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안에 움직이는 짐이나 다른 큰 부피의 물건들
이 없도록하십시오. 사고 시, 상해를 일으킬 수 있
습니다. 

직사광선으로부터 마이폴드를 보호하십시오. 부
스터 시트가 뜨거워져 아이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
습니다.

제조사의 승인 없이 마이폴드를 임의로 개조하거
나 변경하지마십시오.  이와 관련된 피해 사항은 보
상받을 수 없습니다.

독성이 있는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절대 표백
제를 사용하지마시고, 다림질과 세탁기 사용은 피
하십시오. 건조기를 사용할경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차량 안 부스터 카시트에 절대 혼자 두지 마
십시오.

마이폴드는 차량 충돌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충격을 흡수한 마이폴드는 유관
상으로는 손상이 없어도 아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
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에 노출된 마이폴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새 카시트로 교체하여 사용
하여야 합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고 충돌에 노출
된 부스터카시트는 반드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사
용하십시오.

아이가 타고 있지 않을 때, 부스터 카시트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충돌 시, 부스터 카시트로 인하
여 상해를 입을 수있습니다.

올바른 부스터시트 장착이나 사용에 어떠한 의문이
라도 있으시면고객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용을 위해 본 설명서를 잘 보관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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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이 카시트는 4세이상, 체중 15~45kg 사이 아동용 
입니다. ECE R16 또는 유사한 규격의 성인용 3점
식 안전벨트로 아동을 안전하게 고정해 주십시오

Note :  마이폴드는 3점식 안전벨트가 장착된 차량 
좌석에서만사용이 가능합니다. 
2점식 안전벨트만  있는 차량 및 차량좌석에서는 사
용하지 마십시오.

카시트 장착하기 마이폴드
사용준비

마이폴드를 열어서 펼칩니다.

허리벨트 가이드 해제 버튼을 앞으로 밀
어,허리벨트 가이드를 해제하십시오. 
허리벨트 가이드를 잠그기 위해서는허
리벨트 가이드 해제 버튼을 눌러 해제하
십시오.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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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5a

차트를 참고하여 허리벨트 가이드를 아이
의 신체에 알맞게빼내십시오.

어깨벨트 가이드를 줄
이거나늘리기 위해 원
하는 방향으로끈을 당
깁니다.

어깨벨트 가이드 버클을
앞으로 당겨 엽니다.

어깨벨트 가이드가 아이의 어깨를 지나고
어깨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조절하십시오.

4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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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스터 카시트 위에 앉도록 하시고, 필요하다
면 허리벨트가이드를 조절하여 아이의 허벅지에 가깝
게 조절하십시오. 단, 아이의 허벅지에 닿지는 않도록 
하십시오.허리벨트가이드를 당겨서 알맞은 위치에 고
정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8 8a

차량안전벨트를 당겨 아이의 앞으로 오게 하십시
오.차량안전벨트의 허리벨트 부분을 부스터 카시트 
양쪽 허리벨트가이드에 통과시켜 차량안전벨트 버클
을 체결하십시오.

9

마이폴드
장착하기

부스터 카시트가 차량좌석 등받이와 직각을 이루도
록 평평하게놓아주십시오.

굴곡이 있는 자동차 시트
의 경우, 마이폴드 뒷면을 
굴곡에 맞게 자동차 시트
의 등받이에 접촉하여 주
십시오.  아이의 엉덩이와 
등이 자동차 시트의 등받
이 쿠션에 맞닿도록 한 상
태에서 마이폴드에 앉도
록 해 주십시오

6 6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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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안전벨트의 허리벨트 부분이 부스터 카시트 
양 옆의허리벨트 통과구를 통과하였는지 확인하
십시오.

12

차량안전벨트의 허리벨트 부분을 부스터 카시트
의양쪽 빨간색 허리벨트 가이드로  통과시키십
시오.

경고!
차량안전벨트의 플레이트(금속부분)가 
빨간색허리벨트가이드의 위쪽을 향해 있
다면,차량안전벨트를 당겨서 조일 수 없
기 때문에부스터시트 장착이 불가능합니
다. 이럴 경우, 반드시 다른 차량좌석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11

어깨 벨트 가이드를 조절하려면 그림 10과 같이 
어깨 벨트 가이드를 자동차 시트 벨트의 사선 
방향으로 밀어 넣어 주십시오

10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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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가 아동의 무릎 위를 걸치면서 
골반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4

자동차 안전벨트의 꼬임이나 느슨해짐을 방지하기 위
해서 무릎 위의 안전벨트를 먼저 당긴 후 사선 부위의 
안전벨트도 잡아당겨 안전벨트 전체를 팽팽히 유지
해 주십시오. 

13a13

15

차량 어깨벨트를 위로 당겨 무릎부분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고  허리벨트도 꼭 맞
게 조절하십시오.

차량 안전벨트가 아동의 힙 부분에서 넓
적다리 까지 닿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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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점검
부스터 카시트와 차량안전벨트만으로 아이의 안
전을 보장할 수는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
바른 장착 입니다.차량 출발 전 하기 사항을 점검
하십시오.

● 부스터 카시트가 차량 안에서 전방을 향해 장착
되어 있는지확인 하십시오.

● 차량안전벨트가 어깨벨트 가이드를 따라 제대
로 설치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허리벨트부분
이 허리벨트 가이드를 제대로 통과하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차량안전벨트 버클이 제대로 체결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차량안전벨트의 꼬임이나 늘어짐이 없는지 확
인하십시오.

중요!
오장착은 부스터 카시트의
보호기능과 안전기능을 감소시킵니다.

중요정보 
본 부스터 카시트는 차량 충돌과 같은 충격에노출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허리벨트가이드가 휘
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
허리벨트 가이드가 휘어진 제품은 안
전기능을수행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반드시 폐기하십
시오.

독성세제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표백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림질을 하지 마십시오.
세탁기에 세탁하지 마십시오.
건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커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안전 경고

유지보수
부스터 카시트 커버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가벼운 얼룩이 생겼을 경우, 젖은 헝겊이나 비눗
물로 살짝닦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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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본 제품의 제조사인 Carfodio Ltd. 는 본 제품이 유럽의 가
장 최신 안전 기준인 ECE R44/04에서모든 안전사항에 적
합한 제품임을 보증합니다. 구입 당시 기능 및 부품에 대
한 기본적인 문제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구입 후 보증기
간 내 부품 및 제조에 의한 결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구입하
신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플라스틱 및 금속 부품은 12개
월의 보증 기간이 적용되며 직물 커버와 같이 일상적인 사
용에 따른 부품의마모 및 노후 현상은 보증 외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보증 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이아코퍼레이션이 지정한 공급자를 통해 제품의 수

리를 허가 받지 못한 경우
• ㈜가이아코퍼레이션으로부터 지정된 판매처의 제품이 

아닌 경우
• 카시트 장착으로 발생하는 차량시트 및 차량안전벨트의 

변형은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단단히 고정되어야하는 카시
트의 장착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상 입니다. 카시트 
장착으로 인한 차량 소품의 변형은카시트 제조사의 책임
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혹은 부주의한 사용 또는 정비, 소비자의 과실 혹
은 사용 중 외부에 의한 충격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제 3자를 통해 수리 되었을 경우
• 바코드(시리얼) 스티커가 제거 혹은 훼손되었을 경우
• ECE 마크가 손상 또는 제거 되었을 경우
• 세탁에 의한 얼룩, 빗물자국, 자외선의 과다 노출 등으로 

인한 직물 커버의 변색이 발생하였을 경우
• 일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품 노후의 경우
• 지정된 보증 사항 및 보증 기간에 벗어난 사항일 경우

유효시점
품질보증은 제품의 구입일로부터 즉시 유효합니다.

본 제품은 미국특허 제 9,376,088호, 유럽특허 제 
13 797 456.4-1503 호를 비롯한 전세계 특허 및 
의장등록에 의해 특허권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일러스트 이며 실제 제품은 이미지
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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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폴드 어깨벨트 가이드의 끝부분에는 스토리지 클
립이 부착되 있어서 보관할 때나 이동할 때 마이폴드
를 튼튼히 닫은 상태로 유지 가능합니다. 

마이폴드를 닫는 방법

● 마이폴드를 접고 어깨벨트 가이드 스트랩을  감습
니다. 

● 이미지 16a 처럼, 스토리지 클립을 어깨벨트 가이
드 스트랩에 밀어 넣습니다.

16a16

마이폴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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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d by:
carFoldio Ltd.

Unit 2407, PO Box 6945
London, W1A 6US, England, U.K.

Tel: 0800 4714984 (from within the U.K.)
Tel: +44 207 866 2385 (International)

공식수입원
㈜가이아코퍼레이션

www.mifold-korea.com

고객센터
전화번호: 1522-7310

이메일: mifold@gai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