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 넘버 :

• HF01-KR
• HF02-KR

중요 : 사용 전 본 사용 설명서를 확인 
해주세요.

이 설명서를 카시트 하단 덮개 아래에 
보관하여 주세요

다른 국가의 ECE R16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을 
준수하는 3 점식 안전벨트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국가마다 카시트 착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5~45kg 어린이를 위한 제품
이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는 15~45kg 
(33 to 100lbs)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하이 폴드는 UN ECE R44/04에 승인되어 
그룹 2-3, 15~36kg에 포함되어 있는 부스터 
카시트 입니다.
하이폴드는 몸무게 45kg 어린이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테스트 완료한 부스터 카시트 입니다.

미국 안전기준 FMVSS 213 승인
이 부스터 카시트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에 적합하게 
승인완료 되었습니다.

the fit-and-fold boosterTM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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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보관

사용 설명서를 시트 하단의 베이스 커버 아래에 보관하십시오.

5점식 안전 벨트를 사용하는 유아용 카시트 보다 더 성장한 
어린이 및 부스터 시트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린이만 
사용하십시오. 자녀가 착석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5점식 안전 벨트가 장착된 어린이 카시트를 
사용하십시오.

“더 성장한” 이란, 어린이의 체중 및 키가 카시트의 사용 
용량을 초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앉는다”는 말은, 어린이가 다리쪽 벨트를 느슨하게 
하지않고, 어깨 벨트를 팔 아래나 등 뒤로 제끼지 않고, 몸을 
앞이나 옆으로 기울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 설명서

Model Number: 
 • HF01-GL

For Children:
 15 to 45 kg (33 to 100 lbs.)
 90 to 150 cm (36 to 59 in.)

EU: Approved to ECE R44.04 Group 2-3

USA: Approved to FMVSS 213
 • This child restraint conforms to all 
  applicable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or use in motor vehicles.
 • T
  use in aircraft.

Read this manual!
Proper use is required! Do not install or use this 
booster seat until you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instructions in this manual and on the product labels!
MUST be used with a 3 point vehicle lap and 
shoulder belt compliant with ECE R16 or equivalent 
standard in other countries.
KEEP THESE INSTRUCTIONS FOR FUTURE 
USE. Store under Seat Bottom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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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판 보호대

하단 
측면보호대

측면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커버

측면 
헤드레스트

어깨 안전띠 
가이드  
(적색)

카시트  
등판 커버

등판 측면 
보호대

무릎 안전띠 
가이드  
(적색)

매뉴얼 보관 장소 
(카시트 하단 커버 아래)

카시트 하단 

무릎 안전띠 
가이드  
(적색)

하단 
측면보호대

등판 측면 
보호대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부위 

커버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레버  
(커버 안에 있음)

어깨 안전띠 
가이드  
(적색)

측면 
헤드레스트 
접이 장치

헤드레스트 
접이 조정 탭

폴딩 완충  
공간

측면 
헤드레스트 
접이 장치

측면 헤드레스트  
조정 장치

등판 측면 
접이 조정 

장치

등판 
측면보호대 
조정 손잡이

등판 접이 
조정 장치

등판 측면 접이 
조정 장치

이동용 스트랩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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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홀더 액세서리를 구입하려면 고객 서비스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모델 번호 및 제조일

카시트 하단 
측면보호대 조정 장치

보관용 스트랩

컵 홀더 액세서리-일부 하이 폴드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컵 홀더 
사용 설명서 참조

이 사용자 매뉴얼 및 카시트에 부착된 라벨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사망 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의 3점식 안전띠로 카시트를 잘 맞게 결속하고, 
안전띠가 꼬이거나 느슨해 진 곳이 없도록 
확인하십시오

• 매번 하이폴드 이용 시 차량 안전띠의 위치를 점검하여 
차량 시트 또는 차량 문에 끼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어린이가 카시트에 탄 상태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났다면, 이후 해당 부스터 카시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2점식 허리 벨트를 부스터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3
점식 무릎 어깨 벨트만 사용 가능합니다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 구성품 경고 -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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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좌석 위치 선택

• 탑승자가 없는 경우에도 부스터 카시트를 고정하고 
느슨한 물체나 짐은 모두 고정하십시오. 안전하지 
않은 물품은 충돌 시 다른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이 부스터 카시트를 개조하지 마십시오.심각한 
부상이나 사고로 사망 할 수 있습니다.

• 절대로 아이를 차량에 혼자 방치하지 마십시오.

• Carfoldio에 의해 승인된 부속품과 교체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타 제조사의 액세서리나 부품들을 
사용하지 마세요.

• 시트커버 없이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트커버는 부스터 카시트의 필수 부분입니다

• 세탁 중 커버가 손상된 경우에는 새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부스터 카시트와 안전벨트 부품은 햇빛에 둘 경우 매우 
뜨거워 어린이 화상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니 커버를 
씌어서 햇빛을 차단하세요

• 프론트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앞좌석에는 절대 
하이폴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심스러운 경우 차량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하이폴드를 사용할 시트 위치 선택 :

• 차량의 좌석이 전면 방향으로 위치하고 3점식 벨트 
시스템이 설치된 착석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경고 - 사망 또는 중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이폴드 사용을 준비할 때, 다음 단계에 맞춰 당신의 아이의 
체형에 맞도록 하이폴드의 높이와 폭을 조정해야 합니다.

주의:  접히는 부분과 부속품이 많이 
연결 되어 있어서, 하이폴드를 열고 
닫을 때 손에 끼이지 않도록 조심 
하십시오

1. 부스터 카시트를 펴십시오

a. 스트랩에서 해제된 후 1번의 
머리 받침대 상단 가장자리를 
잡고 하이폴드의 등받이를 
똑바로 세워 정렬 될  때까지 
위로 들어 올립니다.

b. 머리 받침대와 등받이가 위치 2번까지 수직으로 
세워지면 딸깍하는 소리가 납니다.

5

초기 설정

1

2

3

5

4

사용 준비

c. 클릭 소리가 날 때 까지  측면 
등받이를  열어 젖혀,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d. 등받이 측면 패널에서 좌석 
등받이 접이식 잠금 버튼은 측면 
패널의 상단 위로 돌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 헤드레스트 측면 패널 또한 클릭 
소리가 날 때 까지 열어 젖혀,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Click!

Click!

Click!

Click!



2. 아래 설명된 대로 하이폴드를 최대 높이와 최대 폭으로 
조정하십시오.

a. 카시트 하단 보호대/안전띠  
가이드 - 카시트 하단 바닥에  
위치한 하단 측면보호대  
조정장치①를 당겨서 카시트  
하단/안전띠 가이드를 최대 폭으로  
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이의 허벅지 위치② 
에 최대한 가깝게 (그러나 허벅지에 닿지는 않게) 
조정합니다.

b. 카시트 측면 보호대 - 시트 등받이  
조정 노브②의 잠금(lock)을 눌러  
카시트 측면 보호대①를 최대  
폭으로 조정하고,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카시트  
측면 보호대가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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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측면 헤드레스트 - 헤드레스트
①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사이드 패널을 바깥쪽으로 
이동하십시오. ②

d. 헤드레스트 및 등받이 높이 
- 등받이 중앙에 있는 패브릭 
덮개를 들어 올리고①, 레버를 
잡고②, 위로 회전시키십시오. 
어깨벨트 가이드등받이를 
높이거나 낮춰서 헤드레스트에 
달려있는 어깨 벨트 가이드가 
어린이의 어깨 가까이로 오게 
합니다③. 알맞은 위치까지 
오면 레버를 풀고 등받이를 
고정시킵니다.

자녀 사이즈에 맞게 크기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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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를 카시트에 앉힐 때, 
어린이의 등 전체가 카시트 등받이와 
밀착되게 앉히십시오. 카시트에 앉아 
상체를 구부정하게 아래나 앞으로 
기울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2. 6페이지의 “자녀 사이즈에 맞게 크기 
조절” 지침을 참조하여 카시트 하단 
및 벨트 가이드를 어린이의 허벅지 
옆에 맞춥니다

3. “사용 준비” 섹션의 지침을 
참조하셔서 어린이의 어깨에 
가깝도록 카시트 측면 보호대의 
너비를 조정하십시오.

4. “사용 준비”섹션의 지침을 참조하여 
측면 헤드레스트의 너비를 어린이의 
머리에 가깝게 조정하십시오. 

5. 어린이의 무릎 및 어깨를 차량용 
안전벨트로 고정시킵니다.

a. 차량의 어깨/무릎 벨트를 어린이 
앞으로 가로질러 당겨 반대편 
안전 벨트 버클에 고정하십시오.

b. 카시트 하단 보호대 양쪽 측면의 
무릎안전띠 가이드①에 차량의 
안전벨트를 걸어서 통과시키고 
당겨서 벨트의 느슨함을 
제거합니다.

카시트 설치 및 장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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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설치 및 장착방법

6. a. 어깨 벨트를 어린이의 가슴 위로 
위치시킨 후, 벨트를 헤드레스트 
아래에 있는 어깨안전띠 가이드의 
슬롯에 끼워넣습니다②.  
그런 다음 적색  
슬롯커버 위로  
벨트를 위치시켜  
벨트가 평평하게  
놓이도록 합니다. 

 b. 벨트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7.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조정하여 
어깨안전띠 가이드가 자녀의 어깨 
바로 위로 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깨벨트 전체너비가 자녀의 어깨 
위를 잘 감싸게 됩니다.

8. 어깨밸트가 대각선을 형성하도록 
어린이의 몸을 통과시키고 카시트 
하단 보호대 벨트 가이드의 바깥 
쪽을 통과하도록 합니다.

 허리벨트의 무릎 부분을 하이 폴드 
양쪽에 있는 빨간색 무릎안전띠 
가이드②를 통해 통과 시키십시오.

9. 차량 허리벨트가 엉덩이 아래쪽과 
허벅지에 닿도록 골반에서 
지지되는지, 안전벨트에 느슨하거나 
비틀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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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안전 벨트를 버클에서 해제하십시오.

2. 허리벨트를 무릎안전띠 가이드에서 밀어서 빼 주십시오

3. 어린이로부터 차량 벨트를 제거합니다.

4. 부스터 시트로부터 어린이를 빼 냅니다.

카시트 탈착 방법

1

2 2

1

2

1

2 2

1

3

2

카시트 탈착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 접기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 접기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떄는, 
콤팩트 사이즈로 접어서 쉽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를 보관하려면 :

1. 측면 헤드레스트 조정 - 측면  
헤드레스트 조정 장치①를  
아래로 눌러서 측면  
헤드레스트②를 가장  
좁은위치로 맞춥니다.

운송 및 보관 :

2. 카시트 측면 보호대를 가장 
좁은 위치로 조정 ① ②

3. 카시트 하단 측면보호대 사이드 
조정 - 카시트 하단 측면보호대 
잠금장치를 앞으로 당겨서 
카시트 하단 측면보호대가 
가장 넓은 위치②로 펴지도록 
합니다.

4. 카시트 등받이 높이를 가장 
낮춥니다. - 등받이 중앙에 있는 
패브릭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①

 레버를 잡고 위쪽으로 
회전시키십시오②.

 시트 등받이 높이를 가장 낮은 
위치③까지 낮추십시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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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시트 등받이 측면보호대 접기 - 
카시트 등판 접이 조정 장치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① 접이 조정장치를 
아래로 누른 뒤② 카시트 등받이 
측면보호대를 ③번과 같이 안으로 
접으십시오

6. 카시트 등판 접기 - 등받이 뒤쪽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앞으로 이동
①시킵니다. 보다 컴팩트하게 
접히길 원하신다면②, 카시트 하단 
측면보호대를 바깥으로 최대한 
조정한 후 접으십시오

7. 헤드레스트 접기 - 헤드레스트 
양쪽 탭을 함께 엄지와 검지로 
집어서① 헤드레스트를 뒤로② 
회전시키십시오.

8. 측면 헤드레스트 접기 - 측면 
헤드레스트 조정장치①를  
누른 상태에서 안쪽으로 
회전시키십시오②

9. 보관용 스트랩 버클링 
(결속) - 보관용 스트랩은 접힌 
헤드레스트 위로 올려서 버클링 
한 후 조여줍니다. 이렇게하면 
하이폴드를 컴팩트하게 접은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동용 스트랩을 사용하여 
하이폴드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이폴드 부스터 카시트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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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º

추가정보 커버 탈착 및 세척

항공기 사용 - 이 부스터 카시트는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인증된 

제품이 아닙니다

보관 및 세척:

시트 커버는 세탁 하기 전에 제거해야 함:

직물 시트 커버는 세탁시 냉수로 기계세탁 할 수 있습니다, 
섬세 혹은 부드로운 모드로 가능 합니다. 표백은 불가능 
하며. 짜거나 회전식 건조기를 활용하여 건조시키지 마시고, 
다리미질 하지 마십시오.

부스터 시트 플라스틱 등판 및 측면 보호대(백색 폼) :

플라스틱 등판 표면과 측면 보호대(백색 폼)은 순한 세척 
용액으로 닦아내고 깨끗한 물로 행구어 내십시오.

• 보관용 스트랩을 사용하여 
하이폴드를 고정시키고, 운반용 
스트랩을 활용하여  운반할 수 
있습니다

• 운반용 스트랩 과 보관용 
스트랩은 하이폴드가 접혀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며  아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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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 및 청소를 위한 커버 해체 방법 :

시트커버는 헤드레스트 부분, 등판 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 
이렇게 총 3 부분으로 구성되 있습니다.
각 부분은 중심부와 두개의 측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부분① 등판 부분 ② 그리고 하단 부분 ③ 으로 
해체를 진행하십시오

시트 커버 탈착 및 청소 

헤드레스트 커버 제거 :

• 상단 후면 모서리 부터 측면 
헤드레스트 커버를 제거한 뒤, 
내부 폼 상단에서 측면 헤드레스트 
커버를 당긴 다음, 앞면과 아래쪽 
가장자리를 따라 둘러서 제거 
하십시오.

• 상단의 상단 중앙 부분을 당겨 
내부 폼에서 분리하고 아래쪽 
가장자리까지 분리 시킵니다. 
커버를 다시 끼울 때는 이 과정을 
반대로 하십시오

등판 커버 제거 :

• 헤드레스트 커버 제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내부 폼으로 부터 벗겨 
측면 패널 부분을 제거하십시오. 
중앙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시트커버를 앞쪽으로 당겨 
플라스틱 등판에 고정된 밴드(각 
측면에 4 개)를 푸십시오.

• 커버를 다시 끼울 시에는 이 
과정을 반대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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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커버 제거 및 청소 고객 서비스 연락처 정보

시트 하단 커버 제거 :

• 내부 폼에서 측면 부분의 
가장자리를 벗겨 시트 하단 측면 
커버를 먼저 제거하십시오

• 커버를 계속 당겨서 폼에서 
분리합니다.

• 시트베이스 앞쪽에서 시트베이스를 
당겨서 한쪽에서 시작하여 덮개의 
가장자리를 잡아 당깁니다.

• 커버를 시트 하단 뒤쪽과 연결하는 
고리를 풀고 시트 하단부와 등판이 
만나는 부위 양쪽의 밴드를 
푸십시오.

한국공식 수입원 ㈜가이아 코퍼레이션

상담전화 031-921-2532   

상담시간 10:00 ~17:00(평일)

아래의 방법으로도 연락 가능합니다.

공식홈페이지 http://mifold-korea.com  
(이벤트정보, A/S, 정품등록)

공식커뮤니티 http://cafe.naver.com/momkkulim  
(맘끌림)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mifold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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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추가정보

보증 :

Carfoldio는 혁신적이면서 높은 품질의 아동 용품을 
만듭니다. 본 제품은 최초 구매일로부터 2 년 동안 재료 
및 제조상의 불량으로부터 보증합니다 (구매 증명을 
위해서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보증 기간 동안 불량이 
발견되면, 무료로 귀하의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해 
드립니다.

본 보증은 다음과 같은 클레임은 커버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용법 및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설치, 관리 및 
사용, 남용, 변경, 사고 관련, 그리고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본 보증은 서면 또는 구두로 된 다른 모든 보증을 
대신하며 배타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상품성 문제에는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기간은 본 보증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주 및 국가에서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지속기간 
제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 서비스 :

한국공식 수입원 ㈜가이아 코퍼레이션

상담전화 031-921-2532   

상담시간 10:00 ~17:00(평일)

이 혁신적인 제품은 다양한 특허 및 디자인 등록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IL.......230153 
US.....9,376,088 (B2)
EP......2855214 (B1)
KR.....101626285 (B1)
RU......201850188
CN......104640748 (B)
ZA......201409040 (B)
CA......2874810 (C)
ES......2646918 (T3)
JP.......6388132 (B2)
IN.......2967KON2014 (A)

이 외에도 추가 특허들이 출원 중 입니다.



Model Number: 
 • HF01-GL

For Children:
 15 to 45 kg (33 to 100 lbs.)
 90 to 150 cm (36 to 59 in.)

EU: Approved to ECE R44.04 Group 2-3

USA: Approved to FMVSS 213
 • This child restraint conforms to all 
  applicable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or use in motor vehicles.
 • T
  use in aircraft.

Read this manual!
Proper use is required! Do not install or use this 
booster seat until you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instructions in this manual and on the product labels!
MUST be used with a 3 point vehicle lap and 
shoulder belt compliant with ECE R16 or equivalent 
standard in other countries.
KEEP THESE INSTRUCTIONS FOR FUTURE 
USE. Store under Seat Bottom Cover.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 보관
（하단 덮개 아래 

보관 가능)

향후 사용을 위해 사용 설명서를 아래와 같이 보관하십시오
사용 설명서를 시트 하단 덮개 아래에 보관하십시오.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By: 
Carfoldio Ltd.

www.mifold.com

Made in China
© 2019 Carfoldio Ltd.

1483 Rev. A 

Carfoldio™ and hifold®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Carfoldio Lt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