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Weego TWin

사용 설명서

어깨 끈

Weego 제품 사용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향후 사용할 때를 대비하
여 소지하여 주십시오.

컴포트 끈

턱받이

외부 주머니 칼
라 끈과 버클

장난감 / 젖꼭지 고리

외부 주머니

내부 주머니 
스냅

성인 허리띠

내부 주머니 지퍼

쌍둥이 주머니

내부 주머니 허리
띠와 버클

외부 주머니 지퍼

Weego TWIN은 아기의 체중 1.8 kg부터 쌍둥이 합계 체중 15 kg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조산아들의 경우, Weego TWIN 사용 전에 담당 소아과 의사와 상
의하십시오.

갓난 아기들은 다리 구멍 사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
서를 반드시 따라주시고, 내부 주머니의 다리 구멍을 가능한 최
소한으로 조절하십시오.

항상 아기얼굴이 당신을 보는 방향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성인이 착용했을 시에만 사용하십시오.

차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Weego TWIN은 항상 두 명의 아기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사용시 내부 및 외부 주머니 버클과 스냅은 항상 채워주시
고, 지퍼는 끝까지 잠그십시오.

매번 사용 전에 전체 봉제 부분들의 이상 여부와 주머니의 
버클과 스냅의 안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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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교통상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푸른빌딩 8층 (잠원동 28-1)

Tel : 02-548-3116 Fax : 02-548-3118

E-mail : kostinfo@bonkost.com

허리를 구부리거나 걸을 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내부 주머니 다리 구멍의 안
전 고리와 버튼



어깨 끈을 통해 팔을 빼십시오. 머리 뒤로 컴포트 끈을 쥐
고, 버클을 채우십시오    . 허리띠를 조이고, 편하게 맞도
록 조절하십시오. 가슴 위에 위치하도록 어깨 끈을 조절하
십시오. 편하게 맞도록 컴포트 끈을 조절 하십시오 (일반
적으로 어깨 끈 아래쪽에 위치시킬 경우 더 편안합니다).

내부 및 외부 주머니를 완전히 연 상태로 첫번째 아기의 
얼굴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얼굴보호자세) 하여 
넣고 내부 주머니의 다리 구멍 사이로 아기의 다리를 부
드럽게 빼주십시오    . 버클을 채우고 내부 주머니의 지
퍼를 잠그십시오. 만약 내부 주머니가 너무 조인다면 안
전 버튼을 열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지퍼를 잠그기 
전에 쉽게 잠그기 위해 지퍼의 양쪽을 함께 당기십시오.

외부 주머니 칼라의 버클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아기의 허리 
부근에 내부 주머니가 편안하게 맞도록 내부 주머니의 허리
띠를 조절하십시오. 외부 주머니의 지퍼를 잠그고 칼라 끈이 
아기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도록 조절하십시오. 만약 아기가 
작거나 Weego의 외부 주머니가 너무 클 경우, 머리를 적절
히 지지할 수 있게 외부주머니 칼라를 접어주십시오.

3단계와 4단계를 두번째 아기에게도 반복하십시오.

확실히 가슴 위에 아기들이 위치하도록 하십시오    . 필요
할 경우, 어깨 끈과 허리띠를 다시 조절하십시오.

성장한 아기들을 위해 외부 주머니의 구멍들 사이로 아기
들의 팔과 다리를 빼주십시오    .

아기의 체중과 크기에 맞춰 내부 주머니의 높이를 조절하
십시오 (내부 주머니의 스냅 사용법 참고).

3.6 kg 이하의 갓난 아기를 위해 각각의 내부 주머니 
다리 구멍들의 안전 고리와 버튼을 채워 다리 구멍들 
사이로 아기가 빠져 나갈수 없도록 하십시오. 아기가 
3.6 kg 이상이 되면, 다리 구멍들을 열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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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이 스스로 머리를 지속적으로 가누기 전에는, 아기의 
머리와 목을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외부 주머니 칼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십시오. 그에 따라 내부 주머니 높이
를 조절해서 외부 주머니 끈이 아기머리 뒤를 부드럽게 감싸
도록 하십시오.

아기들의 크기에 맞춰 최적의 높이에서 아기들에 사용될 수 있게 올
바른 위치의 내부 주머니 스냅 열을 선택합니다.

내부 주머니의 높이 변경 방법 : 
Weego TWIN을 평평하게 두고 내부 주머니를 적절한 위
치의 스냅과 채우십시오. 내부 주머니에 있는 4개의 스냅 
전체를 확실히 잠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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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버튼과 고리 사용법Weego Twin 사용법

내부 주머니의 스냅 사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