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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Thule Urban Glide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품질 캐리어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참고:
Thule Child Transport Systems Ltd.는 본 사용 설명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본 설명서의 어떠한 텍스트,
세부 내용 또는 그림도 재현되거나, 배포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 캐리어를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는 www.thul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신중을 기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본사에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ule Child Transport Systems Ltd.
105 - 5760 9th Street SE Calgary, AB T2H 1Z9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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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thule.com

www.thu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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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명서 용도
본 설명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 설명서는 캐리어의 구매자 및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다. 캐리어 구매자 및 사용자는 캐리어를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고, 설명된 대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2 캐리어 용도
용도대로 사용
캐리어는 주간에 보도와 평탄한 길에서 어린이를
태우기 위해 지정된 성능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캐리어에 탄 어린이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한, 보관 백에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캐리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 승인을 받은 조명
세트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사용
설명서를 따르고 설명된 유지보수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되지 않는 사용 방법
위에 설명된 내용을 벗어나는 사용 방법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비권장 사용 방법으로는
사람과 동물을 함께 태우는 행위,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이 캐리어를 사용하는 행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과적, 과속, 부적절한
고장 수리 및 개조를 들 수 있습니다. 권장되지 않는
사용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모든 위험을
사용자가 감수해야 합니다.

잘 보이지 않을 때, 해질녘 또는 야간에 어린이

1.3

사양
Urban Glide 1

Urban Glide 2

어린이
1
2
....................................................................................................................................................
적재 중량
34kg/75lb
45kg/100lb
....................................................................................................................................................
무게
10.5kg/23lb
14.5kg/32lb
....................................................................................................................................................
너비
34cm/13.5in
32cm/12.6in
....................................................................................................................................................
높이
53cm/21in
53cm/21in
....................................................................................................................................................
문 통과 너비
65cm/25.5in
79.5cm/31.3in
....................................................................................................................................................
접은 상태
87.5 x 53 x 35cm/34.5 x 21 x 14in 87.5 x 78 x 35cm/34.5 x 31 x 13.8in
....................................................................................................................................................
앞바퀴 크기
12in
12in
....................................................................................................................................................
뒷바퀴 크기
16in
16in
....................................................................................................................................................
시트 기울기
165°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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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
이 어린이 캐리어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설명서의 안전 지침을 숙지하고
이 어린이 캐리어를 사용할 때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2.1

기호 및 지침

본 사용 설명서에서는 안전 및 최적의 사용 정보를
강조하기 위해 경고와 알림이 사용됩니다.

2.2 일반 안전 지침
•
•
•

경고
경고는 이 Thule 어린이 캐리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여
사용자나 어린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
•
•
•
•

알림
알림은 제품을 좀더 쉽게 사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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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자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 캐리어에 어린이를 보호자 없이 혼자 두지
마십시오.
이 어린이 캐리어를 주차할 때마다 주차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이 어린이 캐리어에 정원을 초과하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백을 싣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권장 하중을 초과할 경우 이 어린이
캐리어는 불안정하게 됩니다.
무게 제한을 초과하는 어린이를 태우지 마십시오.
이 어린이 캐리어의 사용자는 풍속 냉각 및 소모성
열사병 같은 노출 위험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어린이가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적절한 통기나 수화작용 없이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의 신체, 옷, 신발 끈, 장난감이 움직이는 부분과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5

•

•

•

•
•
•
•
•

이 어린이 캐리어를 접거나 펼 때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움직이는 부분에 어린이가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Thule Child Transport Systems Ltd.에서 승인하지
않은 카 시트나 기타 좌석 장치를 이 어린이 캐리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Thule Child Transport Systems Ltd.에서 승인한 랙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른 꾸러미 백이나
랙을 사용하면 이 어린이 캐리어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Thule Child Transport Systems Ltd.에서 승인하지
않은 액세서리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어린이 캐리어에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순한
비누와 물로만 세척하십시오.
이 어린이 캐리어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타는 불이나 노출된 불꽃 주변이나 근처에서 이 어린이
캐리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Thule
어린이 캐리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

•
•

•
•

•

•
•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 주변에는 끈이 달려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을 놓지마시오.
언덕이나 비탈길에서는 물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 평면이 아닐경우에는 아기를 유모차에서 내린 후
유모차는 따로 운반하시오.
완만한 경사라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받이 각도조절, 핸들전환, 햇빛가리개 등을 작동할
때는 틈새로 아기의손가락, 발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꼭 아기를 내린 후 재조정하시오.
배면과 좌석면과의 각이 130° 이상으로 조절되지 않는
유모차는 다음의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 경고 : 이
시트는 6 개월 이하 어린이에게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가 몸을 지나치게 어깨쪽이나
좌우 혹은 전후로움직이면 무게 중심이 달라져서
유모차가 전복될 염려가 있습니다.
트레이 위에 뜨거운 것이나 무거운 것을 두지 마시오.
기타 안전한 사용에 관한 주의, 경고.

경고
어린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놀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러닝이나 스케이트를 하면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러닝 시 사용하려면 앞바퀴를 조깅
모드로 고정해야 합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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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 개월 이상 만 2 세까지의 유아, 연속사용은 1
시간 이내가바람직합니다.
유모차에 정원 이상의 유아를 동시에 태우거나 해먹
이외의 곳에 태우지마시오.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사용하시오.
6 개월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허리벨트 외에 별도의
다리가랑이 벨트로도고정하여 사용하시오.
보호자는 어린이를 혼자 놓아두지 마시오.
보호자는 어린이를 혼자 유모차의 가운데에 서 있도록
내버려두지 마시오.
유모차에 어린이를 태운 상태로 들거나 이동하지
마시오.
안전벨트를 채울 때는 아기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이를 아기 몸에 잘맞도록 조이시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울 때마다 유모차가 완전히
펴졌는지, 잠금 고리는완벽하게 잠겼는지 확인하시오.
유모차의 운행은 보호자의 보행속도 이내로
유지하시오.
신호가 바뀌려는 횡단보도에서는 물론, 평지에서도
절대로 뛰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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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3.1

포함된 부품

캐리어 포장 박스에 다음 품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Urban Glide 1 또는 2(앞바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
•
뒷바퀴 2개

알림
필요할 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캐리어와 해당 부품을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Urban Glide 1

51100999 - A

Urban Glid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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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캐리어 펴기
1

3

2

A.
B.
C.

접기 잠금 끈을 풉니다(이미지 1 참조).
캐리어의 위쪽 프레임을 잡아당깁니다.
(이미지 2 참조)
소리가 나면서 고정될 때까지 캐리어의 앞바퀴를
밉니다(이미지 3 참조).

경고
사용하기 전에 모든 잠금 장치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8

51100999 - A

3.3 캐리어 접기
1

3

2

A.
B.
C.

전면 커버를 엽니다(이미지 1 참조).
프레임이 접히기 시작할 때까지 접기 핸들을 밀어서
돌립니다(이미지 2 참조).
잠금 끈을 부착합니다(이미지 3 참조).

경고
이 어린이 캐리어를 접거나 펼 때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움직이는 부분에 어린이기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품을
펴거나 접을 때 어린이를 근처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51100999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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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바퀴 설치

3.5 바퀴 분리

1

A.
B.
C.
D.
E.
F.
G.

10

2

바퀴의 풀림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이미지 1
참조).
바퀴 액슬을 캐리어 액슬에 삽입합니다.
바퀴 풀림 버튼을 놓습니다.
바퀴를 캐리어 액슬 안으로 완전히 눌러 넣습니다.
빠르게 잡아당김으로써 바퀴가 캐리어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쪽 바퀴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타이어 공기압 계측기를 사용하여 각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합니다. 최소 권장 공기압은
20psi(1.4bar)이며 최대는 25psi(1.7bar)입니다.
공기압이 너무 낮은 타이어가 있으면 자전거 타이어
펌프를 사용하여 채웁니다.

A.
B.
C.

바퀴의 풀림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이미지 2 참조).
캐리어 액슬에서 바퀴를 빼냅니다.
반대쪽 바퀴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경고
매번 사용하기 전에 양쪽 바퀴 모두가
캐리어 액슬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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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앞바퀴 조정
1

2

A.
B.

산책 – 앞바퀴 회전(이미지 1 참조)
러닝 – 앞바퀴를 앞쪽 또는 뒤쪽 방향으로 고정
(이미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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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조깅용으로 앞바퀴 조정

3.8 핸들바 조정

1

2

A. 캐리어가 좀더 왼쪽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1 참조)

3

B. 캐리어가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1 참조)

A.
B.

12

풀림 버튼을 누릅니다(이미지 2 참조).
핸들바를 편리한 위치로 돌립니다(이미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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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리클라이닝 시트 조정

A.
B.
C.
D.

1

3

2

4

주차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조정 클램프를 조입니다(이미지 1 참조).
시트 뒤쪽에 있는 조정 클램프를 끈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여서 시트의 기울기 정도를 조정합니다(이미지 2 참조).
벤팅 열기: 시트를 기울인 상태에서 뒤쪽의 벤트를
열고 위쪽의 포켓에 말아 넣습니다(이미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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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 및 기능
4.1 주차 브레이크 설정
1

A.
B.

C.

2

빨간색 페달을 밟아서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합니다(
이미지 1 참조).
브레이크를 작동한 후에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캐리어가
앞쪽이나 뒤쪽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빨간색 페달을 위로 올려 주차 브레이크를 풉니다(
이미지 2 참조).

경고
이 Thule 어린이 캐리어에 어린이를
태운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혼자 두지
마십시오.
어린이를 태우고 내릴 때는 항상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알림
주차 브레이크를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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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어린이 앉히기 및 시트 벨트

A.
B.
C.

D.
E.

F.
G.

1

3

2

4
3

주차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모든 벨트 조정 장치를 풉니다.
빨간색 풀림 버튼을 누르고 버클의 양쪽을 조여서
어깨 벨트에 있는 가랑이 스트랩 버클을 풉니다(
이미지 1 참조).
어린이를 앉힙니다.
시트 뒤쪽에서 세로 그물 스트랩에 있는 어깨 벨트
높이 조정 장치를 어린이 어깨 높이에 맞춰 밉니다(
이미지 2 참조).
가랑이 스트랩을 들어올리고 두 개의 어깨 스트랩
버클을 가랑이 버클에 끼웁니다.
어깨 스트랩의 느슨한 쪽 끝을 아래로 잡아당겨 두
어깨 스트랩을 단단히 조입니다. 어린이의 허리와
어깨 부분에서 벨트 시스템이 느슨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어깨 패드가 어린이 어깨 위 그리고 목
근처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이미지 3 및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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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 시트 장치는 6개월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6
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는 Thule 소아용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항상 어린이 보호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기 전에 유모차 본체나 시트
자치 또는 카 시트 부착 장치가
올바르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5

4.3 안전 손목띠 사용

4.4 덮개 사용
2

1

A.

안전 손목띠의 자유롭게 움직이는 쪽을 손목에
감아서 어린이 캐리어가 사용자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이미지 1 참조).

3

A.
B.

16

캐리어 안에 그늘을 만들려면 덮개를 내립니다(
이미지 2 참조).
위쪽 윈도우를 열려면 Velcro 부착 장치를 풀고
셰이드를 위쪽의 포켓에 말아 넣습니다(이미지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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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관

A.
•
•
•

1

3

2

4

캐리어에 다음과 같은 보관함이 있습니다.
위쪽 후면에 있는 큰 메쉬 포켓 1개
(이미지 1 참조)
전면에서 캐리어 안쪽에 있는 작은 메쉬 포켓 2개(
이미지 2 참조)
시트 아래의 큰 보관함 1개(이미지 3 참조).
보관함을 열어 놓으려면 커버를 풀고 커버를 전면
포켓에 보관합니다(이미지 4 참조).

경고
짐 트레이의 최대 짐 무게는 4.5kg(10
파운드)입니다.
후면 메쉬 포켓의 최대 짐 무게는
1.4kg(3파운드)입니다.
사이드 메쉬 포켓의 최대 무게는
0.5kg(1파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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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정보
5.1

액세서리
5.2 서비스 및 관리

Thule 어린이 캐리어와 호환되는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
•
•
•
•
•
•
•
•

Thule
Thule
Thule
Thule
Thule
Thule
Thule
Thule
Thule

소아용 카 시트 아답터
스낵 트레이
콘솔
수화작용 케이지
컵 홀더
아기 포대기
베이비 서포터
레인 커버
메쉬 커버

자세한 내용은 현지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거나 Thule 웹
사이트
www.thule.com을 방문하십시오.

Thule 어린이 캐리어 및 액세서리에서 손상이나 마모
징후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금속 부품
찌그러지거나 금 간 곳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금속
부품이 금 가거나 손상된 경우 어린이 캐리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패스너
어린이 캐리어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휘거나, 깨지거나,
빠지거나, 느슨한 패스너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느슨한
패스너는 조이고 손상되거나 빠진 패스너는 교체하십시오.
패브릭
패브릭에 찢어지거나 마모된 부분이 있는지 또는 기타
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바퀴
바퀴 액슬을 세척하고 노출되어 있고 움직이는 부품
모두에 윤활유를 바르십시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바퀴를 검사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공인 서비스 공급업체에
어린이 캐리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어린이 캐리어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십시오.
절대로 강한 세정제나 용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 Thule 어린이 캐리어의 올바른
서비스 및 관리는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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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보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건조한 곳에 어린이 캐리어와
액세서리를 보관하십시오. 가능하면 땅에 닿지 않게
어린이 캐리어를 걸어 두십시오. 어린이 캐리어를
보관하기 전에 곰팡이나 박테리아 번식을 막기 위해
건조시켜야 합니다.

5.4 마모 및 파손
이 어린이 캐리어는 내구성이 매우 강하며 장시간 동안
어린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및 이동 거리
이 Thule 어린이 캐리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더 멀리
가지고 다닐수록 더 많이 마모됩니다.
서비스 및 관리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Thule 어린이 캐리어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관
이 Thule 어린이 캐리어를 올바르게 보관하면 마모, 특히
패브릭 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 습관
코너를 급히 돌거나 빨리 가속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위는 브레이크와 타이어를 비롯한 여러 부품의
조기 마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날씨
다양한 기후 조건이 각 부품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직사광선은 패브릭 및 고무 바퀴를 조기에 마모시킵니다.
공기와 도로 위에 있는 염분은 바퀴 림 및 패브릭 플로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지와 진흙은 움직이는 부품 안으로
들어가서 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품의 조기 마모가
반드시 제품 결함의 징후인 것은 아닙니다. 이 어린이
캐리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마모 속도에
큰 영향이 미칩니다.

Thule Child Transport Systems Ltd.
105 - 5760 9th Street SE Calgary, AB T2H 1Z9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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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thule.com

www.thu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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