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HRONE Carri
USER GUIDE

D.THRONE FAMILY MOBILITY

·

사용설명서를 읽어 보신 후 유모차를 사용 하십시오.

·

지속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본 사용설명서를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설명서의 그림은 설명용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그림과 디자인은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에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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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사고 예방 및 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유모차 사용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 내용을
숙지 후 사용 바랍니다.

경고 및 주의사항

·

사용 월령: 신생아부터 약 36개월까지의 유아 (몸무게 20kg 이하)

·

사용 시간: 연속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경고 WARNING
잘못된 사용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습니다.

·

유모차가 손상되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

유모차를 접거나 펼칠 때에는 유모차 주위에 유아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언덕이나 비탈길, 계단,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의 사용을 삼가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유아를 유모차에서 내린 후 유모차는 따로 운반 하십시오.

·

유모차에 유아를 태운 상태로 들거나 이동하지 마십시오.

·

유모차에 유아를 태울 때마다 유모차가 완전히 펴졌는지, 잠금 장치는 완벽하게 잠겼는지 확인
하십시오.

·

시트가 유모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용해 주십시오.

·

6개월 이하의 유아에게는 허리벨트 외에 별도의 다리가랑이 벨트로도 고정하여 사용 하십시오.

·

안전벨트를 채울 때는 유아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이를 유아 몸에 잘 맞도록 조절

하십시오.
·

보호자는 유아를 혼자 놓아두지 마십시오.

·

보호자는 유아를 혼자 유모차의 가운데에 서 있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

유모차의 핸들, 등받이 뒷부분 등 부적절한 위치에 짐을 싣거나 과도한 액세서리를 장착하지
마십시오.

·

유모차에 정원 이상의 유아를 동시에 태우거나 좌석, 상자형 해먹 이외의 곳에 태우지 마십시오.

·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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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CAUTION
잘못된 사용으로 상해를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유모차의 운행은 보호자의 보행속도 이내로 유지 하십시오.

·

신호가 바뀌려는 횡단보도에서는 물론, 평지에서도 절대 뛰지 마십시오.

·

유모차에 타고 있는 유아 주변에는 끈이 달려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놓지 마십시오.

·

완만한 경사라도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

등받이 각도는 반드시 유아를 유모차에서 내린 후 재조정 하십시오.

·

유모차에 타고 있는 유아가 몸을 지나치게 어깨 쪽이나 좌우 혹은 전후로 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달라져 유모차가 전복 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하십시오.

·

등받이 각도조절, 핸들전환, 캐노피, 안전바 등을 작동할 때는 틈새로 유아의 손가락, 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너무 무거운 짐을 바구니에 넣지 마시고 가능한 짐은 바구니의 가운데에 보관 하십시오.

·

조립된 안전가드를 심하게 흔들거나 잡아당기는 등 지나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어린이 및 유아가 유모차를 조작하거나 유모차에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 하십시오

·

제조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액세서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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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
통풍 캐노피
캐노피
폴딩 버튼

안전가드

핸들

안전가드
분리 버튼
등받이 조절 버튼
발받침

캐리어 손잡이

앞바퀴 고정레버
주차 브레이크

장바구니

캐리어 손잡이

※ 사용설명서의 그림은 설명용으로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으며
그림과 디자인은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D.THRONE Carri

03
조립 및 사용 방법

1. 유모차 펴기
① 핸들의 폴딩 버튼을 엄지 손가락으로 옆으로 민 상태에서
② 핸들을 앞쪽으로 돌리면서
③ 핸들을 천천히 위쪽으로 들어올리면서 ‘딸깍’ 소리가 나도록 털어내듯이 힘있게 펼치십시오.

④ 유모차가 제대로 펼쳐졌는지 프레임을 눌러 확인 하십시오.

주 의 CAUTION
유모차를 펴거나 조립 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유모차가 올바르게 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2. 캐노피 조절
① 캐노피를 열 때는 앞쪽으로 당겨 펼쳐줍니다.

② 캐노피 중간의 지퍼를 열면 메쉬로 된 추가 통풍 캐노피로 한단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주 의 CAUTION
유모차를 펴거나 조립 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유모차가 올바르게 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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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가드 조립 및 분리

조립 및 사용 방법

① 안전 가드를 구멍에 맞추고 ‘딸깍’ 소리가 날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안전가드 조립]
② 안전 가드를 위로 당겨 제대로 조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가드 분리]
① 발 받침을 위로 올린 후, 안전가드 아래쪽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② 안전가드를 위쪽으로 당깁니다.

주 의 CAUTION
유아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에서 안전가드를 들지 마십시오.
안전가드가 유모차에서 분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립된 안전가드를 잡고 심하게 흔들거나 지나친 압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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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벨트 사용 방법
[안전벨트 조립]
①번 버클이 앞으로 오게 하여 ②번 버클과 합친 후 ③번 중앙 버클에 끼웁니다.
④벨트의 조정링을 이용하여 유아의 체형에 맞게 길이를 조절합니다.
[안전벨트 착용]
③번 중앙 버클의 가운데를 누르면 분리됩니다.

경 고 WARNING
유모차를 펴거나 조립 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유모차가 올바르게 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십시오.

5. 등받이 사용 방법
① 등받이 각도를 낮추기 위해 등받이 조절 버튼을 위로 연 상태에서 시트를 아래로 내립니다.
② 등받이 각도를 높이기 위해 등받이 조절 버튼을 위로 연 상태에서 시트를 위로 올립니다.
③ 등받이 각도와 부착 상태를 확인 하십시오.
※ 시트의 각도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경 고 WARNING
아이가 등받이 너머로 떨어지지 않도록
등받이 시트와 캐노피 뒷면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아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등받이 각도를 조절 하십시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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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사용 방법

6. 발 받침 각도 조절
① 발 받침을 위로 올려 원하는 각도로 조절합니다.
② 발 받침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린 후 내려서 원하는 각도에 맞춥니다.
※ 발 받침은 4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7. 앞바퀴 조절
① 앞바퀴 고정 레버를 위로 올리면 바퀴가 회전합니다.

② 앞바퀴 고정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바퀴가 고정됩니다.
※ 앞바퀴 고정 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길에서 원활한 정방향(직선)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8. 브레이크 사용 방법
① 뒷바퀴 축 중앙의 브레이크 페달을 아래로 누르면 잠금 되어 유모차가 멈춥니다.
② 브레이크 페달을 위로 누르면 잠금이 해제 됩니다.

경 고 WARNING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모차에 유아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유모차 정지시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로 사용 하십시오.
브레이크를 걸어 놓은 상태라도 유모차 핸들을 놓기 전에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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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모차 접기
① 캐노피를 유모차 뒤쪽으로 밀어 접어줍니다.
② 핸들의 폴딩 버튼을 엄지 손가락으로 옆으로 민 상태에서
③ 핸들을 앞쪽으로 돌리면서 유모차를 아래로 내려서 접어줍니다.

주 의 CAUTION
유모차를 평지에서 접어 주시고,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가 끼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10. 캐리어 손잡이 이용
① 유모차를 접은 상태에서 시트 아래의 캐리어 손잡이를 꺼내면 캐리어형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11

D.THRONE FAMILY MOBILITY

04

유모차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원단이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리 방법

시트(원단) 관리 및 세탁 방법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시고 D.THRONE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 가능한 부위의 원단은 중성세제를 넣은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 하십시오.
· 염소ᆞ표백제의 사용은 변색 및 탈색의 우려가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 세탁 후 가볍게 수분을 제거 후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그늘에서 완전히 건조 하십시오.
·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사용은 피해주세요.
· 분리가 힘든 부위는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희석하여 스폰지로 오염부위를 닦아낸 후 마른
걸레로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 비에 젖은 손잡이나 안전가드는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에서 말리시기
바랍니다.

프레임(차체) 관리
· 프레임 청소 시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과 깨끗한 물로 닦아내십시오. 합성세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정기적으로 프레임의 나사 및 리벳의 조임 상태 또는 그 외의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타이어 관리
· 바퀴에 묻은 흙이나 오염은 물을 적신 천을 사용하여 닦으십시오.
· 오염이 심한 경우 바퀴를 물로 세척 후 재빨리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 오염물을 물로 닦은 후에는 바퀴와 차축 사이에 윤활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 바퀴에서 소리가 나거나 회전이 잘 안될 때에는 바퀴에 모래나 먼지 등의 회전을 방해하는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방해 물질이 없을 시 바퀴와 프레임 축에 윤활제를 사용해 주십시오.
· 윤활제를 바퀴나 조립 부분 사이에 뿌린 후, 수회 회전시켜 골고루 퍼지게 한 후 남은 윤활제는
깨끗이 닦아 내십시오.
※ 윤활제는 테프론계열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 바세린 및 석유 성분이 포함된 윤활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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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방법
· 직사광선에 노출 된 상태로 보관 시, 변형 및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그늘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 고온의 장소나 차 트렁크에 장시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 유모차가 젖었을 때 접어서 보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서 보관하십시오.
· 시트에 곰팡이가 생기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물건을 올려 두거나 압력이 가해진 상태로 보관 시, 고장이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고장 난 부위가 있으면 보관하기 전에 미리 수선을 받아주십시오. 장기 보관 이후 A/S시 부품이
없으면 수선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05

누락된 부품이 있을 경우 구입한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

프레임

제품 구성

·

시트 / 캐노피

·

바퀴

·

사용설명서

·

D.THRONE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온라인 www.dthrone.com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

D.THRONE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며, D.THRONE 유모차 또는 기타

06

D.THRONE 제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품 등록
·

D.THRONE의 웹사이트 www.dthrone.com에 방문하여 계정을 만드세요.

· Copyright 2020 D.THRONE. 본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THRONE는 본 설명서에 포함된 기술적 오류나 생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용 설명서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으며, 그림과 디자인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제품은 본 사용 설명서에서 설명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신 사용 안내서는 당사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거나 www.dthrone.com을 참조하십시오.
· D.THRONE, D.THRONE Carri 로고는 등록 상표입니다.
· 발간일자: 2020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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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품질 보증

· D.THRONE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과한 정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공식 지정판매처를 통해
구입하신 제품에 한하여 품질을 보증합니다.
· 본 제품은 정부가 고시한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의거하여 보증합니다.
· 품질보증 기간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12개월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설명서와 다른 오사용으로 인한 고장
- 손상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 본사가 인증하지 않은 업체나 자체수리 혹은 제3자에 의해 수리가 된 경우
- 정상적 사용으로 인한 소모성 부품의 교환
- 기타 제품의 하자가 아닌 경우

교환 및 반품
· 교환 및 반품은 미사용제품에 한하여,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수령일로부터 7일 경과, 개봉 흔적이 확인되어 반품 불가할 경우 A/S로 처리됩니다.
(단, 제품의 불량일 경우 부분교환으로 처리됩니다.)
· 개봉하여 새제품으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켰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가합니다.
- 제품의 포장이 훼손되었을 경우
- 제품 및 구성품의 파손 또는 분실
- 제품의 사용 흔적 (오염, 조립 등)
-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의 파손, 고장, 오염

· 화면상 보이는 색상은 모니터의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런 사유로 교환/반품은
불가합니다.
·판매자(제조자)의 사정 및 부품가격변동 등에 의해 가격이 변동 된 경우 이로 인한 환불, 보상은

불가합니다.
· 재판매를 위한 판매업자의 주문은 예고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순변심, 배송지 오기재 등 고객의 사정으로 교환/반품하실 경우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께
부과됩니다.
· 사전접수 없이 입고되는 교환/반품의 제품은 본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반드시 D.THRONE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 바랍니다.
A/S 안내
· 정확한 A/S를 위하여 제품을 회수하여 수리 및 부품교체 후 안전하게 점검하여 드립니다.
(불량증상과 부위에 따라 부품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S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접수는 A/S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AS / CS

D.THRONE Showroom & Cafe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5번길 7-3, 2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58, 1층

1544-1946

02-422-5021

운영시간: 10:00-17:00 (월요일-금요일)

운영시간: 11:00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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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제품 보증서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제작된 제품으로 품질보증기간은 12개월입니다.
하기 구매 정보를 기입한 인증서가 동봉된 제품에 한해 A/S 교환, 보상이 가능합니다.
품질 보증 인증서를 자르셔서 A/S 요청 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본 보증서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2. 본 보증서는 재발행 하지 않습니다. 분실에 주의해주십시오
3. 제조상 결함이 있는 제품은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4. 본 보증서의 내용은 판매 회사 또는 제품을 판매한자가 기재하여야 유효합니다.
5. 별도의 품질 보증 및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품질 보증은 주 계약에 따릅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 합니다.
가. 고객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다.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7. 품질보증이 경과된 제품의 품질 이상에 대해서는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리 가능시에는
실비로 수리해 드립니다.
8. 유/무상 서비스 기준은 당사가 규정한 A/S 품목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9.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당사에 요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은 당사의 품질 보증 또는
소비자 보호법의 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품명

D.THRONE Carri

모델

종류

A형

제조국명

CHINA

제조년월

별도표시

구입처명

구입처 연락처

구매일자

품질보증기간

12개월

A/S

1544-1946

수입/판매원

주식회사 디트로네
성 명:

고객란

주 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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