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1.8 kg (4 파운드) 이하의 아기와 사용하지 마십시오. Weego
PREMIUM를 사용하기 전, 담당 소아과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성인이 착용했을 시에만 사용하십시오.
•차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시 항상 모든 버클과 스냅을 채우시고 내부 주머니 지퍼는 끝까지
잠그십시오. 외부 주머니 지퍼는 아기를 안는 자세로 사용하거나  배낭
자세로 사용하든 항상 끝까지 채워주십시오.

•배낭 자세에서 아기의 얼굴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머리를 가눌 수 있는 아기의 경우에만 얼굴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얼굴 노출) 자세로 사용하십시오. 다리가 길어 외부 주머니 안에 두기
어려울 경우, 척추측만 방지를 위해 손으로 아기를 잡아주십시오.

•아기 얼굴 노출 자세는 시각적 자극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30분 이상 유
지하지 마십시오.

•갓난 아기들은 다리 구멍 사이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반
드시 따라주시고, 내부 주머니의 다리 구멍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조
절하십시오.

•타인이 Weego를 사용할 때 항상 본 사용 설명서도 함께 전달하십시오.

W E E GO P R E M I U M
사용 설명서

Weego 제품 사용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Weego 세부 사항

컴포트 끈
어깨 끈

턱받이

장난감 고리
외부 주머니 칼
라 끈과 버클

내부 주머니
스냅

성인 허리띠

내부 주머니 허리
끈과 버클

외부 주머니
내부 주머니 다리 구멍의 안전
고리와 버튼

내부 주머니
지퍼

외부 주머니 지퍼
내부 주머니

내부 주머니의 스냅 사용법
내부 주머니 스냅 사용시, 아기의 크기에 맞춰 내부 주머니의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 0 – 약 9개월 :
외부 주머니의 칼라는 아기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는 용도입니다. 내부 주머니는 외부
주머니의 칼라가 아기의 목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 조산아를 위해서는 상단의 스냅을 사용하십시오. 아기가 성장할 시, 하단
의 스냅을 사용하십시오.    

• 약 9개월 이후 :
이제 아기는 더 자유롭게 움직이길 원할 것입니다. 외부 주머니의 칼라의 2번째 용도는
이제 아기의 등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부 주머니는 아기의 팔 아래 가까이에 적절히
위치 시키십시오. 그러므로 상단의 스냅열을 다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성장
할 시, 하단의 스냅열을 사용하십시오.

• 내부 주머니의 높이 변경 방법 :
Weego를 평평하게 두고 적절한 위치에 있는 내부 주머니의 스냅을 잠그시오. 5개 스
냅 전체를 확실히 잠그십시오.

문의
㈜한교통상.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81 푸른빌딩 8층 (잠원동 28-1)
Tel : 02-548-3116 Fax : 02-548-3118
E-mail : kostinfo@bonkost.com

자세 2 : “얼굴 전면 노출”
(5개월부터)
아기가 스스로 머리를 가눌 수 있을 때부터, 자세 2로 Weego를
사용하십시오.
외부 자극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아기를 이 자세로 너무 오래 놔
두지 마십시오.
1. 내부 주머니의 스냅을 사용하여, 내부 주머니는 아기의 팔 아래 가
까이에 적절히 위치 시키십시오.
2. 어깨 끈을 통해 팔을 빼십시오. 머리 뒤로 컴포트 끈을 쥐고, 버클
을 채우십시오 그림     . 허리띠를 조이고, 편하게 맞도록 조절하
십시오. Weego가 가슴 위에 위치하도록 어깨 끈을 조절하십시
오. 편하게 맞도록 컴포트 끈을 조절 하십시오. 최대한 편안할 수
있게 컴포트 끈을 어깨 끈의 패드 부분으로 가능한 만큼 당겨 내리
십시오.
3. 내부 주머니 지퍼를 채우지 않고, 아기의 얼굴을 노출시킨 상태로,
아기의 다리를 부드럽게 내부 주머니의 다리 구멍 사이로 통과시
키십시오. 내부 주머니의 버클과 지퍼를 채우십시오 그림    .
4. 외부 주머니의 칼라를 아기의 팔 아래에 두고 스냅과 버클을 채우
십시오 그림    . 칼라는 반드시 아기의 팔 아래에 위치해서 올바르
게 지지해야 합니다. 만약 칼라가 아기의 허리에 위치하면, 내부
주머니를 하단의 스냅 쪽으로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내부 주머니
가 아기의 허리 부분에서 편하게 맞도록 내부 주머니의 허리띠를
조절하십시오. 아기의 등이 당신 가슴에 편하게 기댈 수 있도록 칼
라 끈을 조절하십시오.
얼굴 전면 노출 자세에서는 외부 주머니 지퍼를 채우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서늘한 날씨와 작은 아기는 얼굴 전면 노출 자세에서 외부
주머니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아기의 다리를 외부 주
머니의 다리 구멍으로 빼내지 마십시오.

자세 3 : “배낭 자세”
(0 – 24개월)
Weego 안에 아기를 두기 전, Weego를 등에 두는 연습을 하
십시오(아래 3단계와 4단계).
배낭 자세에서 아기 얼굴이 바깥으로 (얼굴 노출자세) 향하게
하지 마십시오.
1. 아기의 사이즈에 맞춰 내부 주머니의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내
부 주머니의 스냅 사용법 참고).
2. 어깨 끈을 통해 팔을 빼십시오. 그리고 전면 얼굴 보호 자세의
3단계와 4단계를 따라서 아기를 Weego에 넣으십시오.
3. 어깨 끈을 느슨하게 하십시오. 끈을 꽉 잡고 Weego를 그림   
과 같이 앞쪽에 두십시오.
4. 그림     +     과 같이 오른손으로 어깨끈을 잡는 동안, Weego
를 왼쪽 어깨쪽 머리 너머로 돌려주십시오. 왼쪽 어깨를 돌아
Weego를 돌리는 동안, 왼쪽 팔은 어깨 끈을 통해 빼주십시오.
5. 아기를 등에 두어 앞쪽으로 기대게 하고 당신의 오른 팔은 다른
쪽 어깨 끈을 통해 빼주십시오. 그림     .
6. Weego가 등 높이에 위치하도록 어깨 끈을 즉시 조여, 양쪽 어
깨 끈이 위로 가게 당기십시오 그림     . 컴포트 끈을 가슴 위
로 조이고 편안하게 맞도록 조절하십시오. 허리띠를 채우십시
오 그림     .

간호용 포대로 Weego 사용
(0개월부터)
항상 간호사는 아기를 얼굴 보호 자세로 Weego에 넣으십시오.
1. 컴포트 끈을 풀어주십시오 그림     . 어깨 끈을 살짝 느슨하게 해
주십시오.
2. 한쪽 팔을 그 쪽의 어깨 끈에서 빼주고 뒤를 접고 Weego의 어깨
끈을 느슨하게 하여 당신 몸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림     .
3. 아기를 Weego의 어깨 끈을 뺀 쪽의 아래로 두어 아기의 얼굴이
간호사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하십시오 그림     . 필요할 경우, 필
요하다면, 외부 지퍼는 반쯤 열어두십시오.

안전 버튼과 고리 사용법
모든 내부 주머니에는 아기의 다리가 다리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안
전 버튼과 고리가 있습니다.
3,5 kg 이하의 갓난 아기를 위해서 안전 고리와 버튼을 채워주십시오.
아기가 3,5 kg 이상이 되었을 경우, 안전 버튼을 풀어주십시오.

자세 1 : 얼굴 보호
(0 – 24개월)
1. 아기의 사이즈에 맞춰 내부 주머니의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내부
주머니의 스냅 사용법 참고).
2. 어깨 끈을 통해 팔을 빼십시오. 어깨 끈을 머리 뒤로 꽉 잡고 버클
을 채우십시오 그림     . 컴포트 끈의 높이를 어깨 멜빵에서 위아래
움직여서조정 하십시오. 허리띠를 채우고 편안하게 맞도록 조절하
십시오. 어깨 끈을 조절하여, 포대기가 가슴 높이에 위치하도록 하
십시오. 컴포트 끈을 편안하게 맞도록 조절하십시오.
3. 내부 주머니 지퍼를 풀고, 아기의 얼굴을 안으로 두고, 내부 주머니
의 다리 구멍 사이로 아기의 다리를 부드럽게 빼십시오 그림     . 버
클을 채우고 내부 주머니를 잠그십시오.
4. 외부 주머니 칼라의 버클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내부 주머니가 아
기의 허리 주위에서 편안하게 맞도록 내부 주머니의 허리띠를 조절
하십시오. 외부 주머니 지퍼를 채우고, 칼라 끈이 아기의 머리를 부
드럽게 잡을 수 있게 조절하십시오 그림     . 아기의 목 위에서 머리
를 지지할 수 있도록 끈을 채우십시오. 만약 아기가 작거나 Weego
외부 주머니가 너무 클 경우, 아기의 머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칼라
를 접으십시오.
만약 아기가 잠들거나 쉬다가 외부 주머니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경
우, 내부 주머니가 충분히 조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하는 내내
아기가 같은 자세를 유지할 때까지 내부 주머니의 허리띠를 충분히
조여주십시오.
아기의 팔과 다리가 충분히 길어지거나(약 4개월 이후), 아기가 외
부 주머니 안에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느낄 경우, 외부 주머니의 다
리와 팔 구멍을 통해 빼주십시오 그림 . 필요할 경우, 무릎 근처
에 닿는 외부 주머니의 소재들을 조절하십시오 (성인 허리띠를 느
슨하게 하여).
9 – 12개월 이후 (아기가 머리를 스스로 오랜 기간 가눌 수 있게 되
었을때) : 외부 주머니의 칼라는 아기의 팔 아래로 잠그십시오(그리
고 4단계의 그림과 같이 목 위로 위치하지 않게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