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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LUKE 카시트 사용하기
일반 가이드라인 
ISOFIX 적합 차량 
시트 분리하기
LUKE 카시트 설치하기
뒤보기 장착(신생아-13kg)

앞보기 장착(9kg-18kg)
카시트에서의 안전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하기 
이너시트 제거하기(신생아-9kg )
관리 사항
보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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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



중요사항
주의!
어린이를 차량에 태우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 설명서의 관련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에어백과 관련된 유아용 시트 사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주목하여 확인하십시오. 

경고!
• 어린이들은 종종  작은 물건(예: 장난감)을  자켓이나  바지에  넣어 
         다니거나  딱딱한 소품(예: 벨트나 버클)이 있는 옷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어린이와 안전장치 사이에 끼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났을 경우, 불필요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위험 요소는  성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활발합니다.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차량  안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장치는  열거나  제거해서는 안되며, 아이가 
       안전 장치로 인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 아이의  안전은 안전 시스템이 사용 설명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때 
       에만 보장됩니다. 
• 안전 벨트는 꼬임없이 팽팽하게 착용되어 어떠한 손상이나 충격에서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안전 보호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천으로 덮어,  아이가  직사광선으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 안전 보호 시스템이 차량의 부품이나 차량문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 보호 시스템에  어떠한  조작이나  수정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난 후, 모든 어린이 안전 보호 시스템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하며 제조업체에 보내어 사고 보고서에 따른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게 유아용 
       시트에서 아이를 내리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 안전 벨트는 아이의 엉덩이가   정확하게   잡히도록   메어줍니다.

• 카시트는  전면 에어백이  장착된  좌석에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생명에  위험)!

02 

 

 

• 



• 아 이 를  차 량  내  감 독 자 없 이  방 치 하 지  마 십 시 오.  
     (벨트 착 용  유 무 와  관 계 없 이)
• 사고시,  부상 위험을 줄이려면 수하물   또는 고정되지 않은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설명서는 항상 카시트와 함께 소지합니다.
• 액세서리나 교체 부품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모든 보증 및 책임 청구는 무효합니다.
• 카시트는 정품 시트 커버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 보호 시스템을 오래 사용하면 사용 기간 및 강도에 따라 시트 
       커버 및 기타 부품이  다양한 마모 정도를 보이므로  교환해야 합니다.  
• 부품 교체는 본사에   문의하십시오.  

• LUKE 카시트는 견고한 장애물에 대해 최고 50 km / h 충격에 대한 충돌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한 결과,  모든 어린이 안전 시트 시스템에 적용되는
  한국  KC,    중국  CCC,   국제 시험 표준  ECE에 준수되었습니다. 
    시트 설치 및 조작 설명서를 준수한다면, 사고 발생 시 LUKE 카시트는 
    사고의 유형 및 심각성에 따라  최대 18kg 체중까지의  아이를   보호하거나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안전 장치에  대한  올바른  사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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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01.헤드레스트 조절 핸들 
02.헤드레스트 
03.벨트 버클 
04.중앙 조절 장치 
05.중앙 벨트 
06.리클라이닝 조절 핸들 
07.시트 잠금 핸들 
08.안전 표시 잠금 장치 
09.서포트레그 버튼 
10.서포트레그 
11.서포트레그 안전 표시 장치 
12.앞면 잠금 장치 
13.뒷면 잠금 장치 
14.ISOFIX 커넥터(좌우) 
15.ISOFIX 해제 버튼(좌우) 
16.ISOFIX 슬라이드 버튼(좌우) 

FOXBOX LUKE 유아용 카시트 사용하기

 FOXBOX "LUKE" 카시트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 조건 하에 제조되었으며   제품의 최적 안전 특성은
시트가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에만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설치 및 
조작 방법에 대한 사용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FOXBOX  "LUKE"는  최대  5세  연령,  18kg 체중의  유아에게  적합합니다. 
어린이 안전 보호 및 고정 범주에  따라  ISOFIX 시트가  장착된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사고 통계의 결과에 따르면,  조수석 뒤의 
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기를  권장합니다.

시트는  2개의  파트:   시트(A)와    ISOFIX  베이스부 (B)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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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이 제품은 ISOFIX 어린이 안전 제품입니다.  
 • 이  제품은 어린이 안전 보호  및  고정 범주에  따라  ISOFIX 시트가  장착된 
      차량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 이  어린이  안전  제품은   ISOFIX  체중 범주를  준수합니다.
     범주: 최대  18kg  

•질문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본사로  연락주십시오.

ISOFIX 적합 차량
ISOFIX 시스템이 장착된 FOXBOX LUKE 카시트는  특정 차량 시트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설치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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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분리하기
LUKE 시트(A)는  ISOFIX 베이스부(B)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시트에 태운 상태에서는 절대 분리하지 마세요! 

잠금 핸들은 시트 아래와  ISOFIX 베이스부 앞면 상단에 있습니다.

잠금 핸들을 앞으로  당겨,  시트 전면에  결합된  고리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림에서처럼  뒷면 잠금 장치를 풀고 좌석을 들어 올려,   시트를 
베이스부에서 분리합니다.

이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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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 설치하기
설치를 쉽게하기 위해서는 ISOFIX 베이스부를 먼저 설치한 다음, 
시트를 ISOFIX 베이스부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태운 상태에서 절대 시트를  설치 및 제거하지 마십시오. 

Step 1. ISOFIX 베이스부 설치 
ISOFIX 슬라이드 버튼을 당겨서        커넥터가 완전히 펼쳐진 상태에서 
ISOFIX를 뒤로 밀어주십시오. 양쪽  커넥터를 모두 적용하십시오.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 될 때까지  커넥터를  차량의 
ISOFIX 고정 장치쪽으로 가져가십시오.  고정이 되면  ISOFIX 베이스부
양쪽에  있는   표시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0



시트를 ISOFIX  베이스부에 고정하기 
유아 및 어린이의 연령에 따라, 시트를  뒤보기(신생아~13kg) 및  
앞보기(9 ~ 18kg)모드로  고정하십시오.

주의!
에어백이  장착된  좌석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아이를  태우기  전에   시트를  설치하십시오.

Step 2.1 시트를 ISOFIX베이스부에       뒤보기로 고정하기: 신생아~13kg
a) 좌석을 들어 올려, 시트 앞면 아래에 있는 고리를  ISOFIX베이스부의  
    뒷면 잠금 장치에  고정하십시오.

b) 잠금 핸들을  앞쪽으로  당기고  시트의  뒤쪽 끝을  아래쪽으로 눌러, 
          ISOFIX 베이스부의  앞면 잠금 장치에  고정하여  잠그십시오. 
 

안전 표시가  ISOFIX 베이스부  상단 앞면에  녹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pul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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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IX 슬라이드 버튼을  사용하여  ISOFIX를  뒤로 밀되,  시트가  차량 
좌석 뒤쪽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까지  밀어주십시오.  차량 좌석과 시
트간의  간격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Pull

서포트레그 조절하기
양쪽에  있는  해제 버튼을 
중앙 방향으로  누르고  
서포트레그가  바닥 부분에 완전히  
닿도록   연장시키십시오. 
안전표시 양쪽이   녹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경고!
신생아에서 13kg 체중의 유아의 경우,
시트는  뒤보기모드로, 뒤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9kg-18kg 체중의 유아의 경우, 
시트는 앞보기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유아 또는 어린이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트는 ISOFIX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쪽 ISOFIX 커넥터는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안전 표시는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시트는 ISOFIX 베이스부에 완전히 
       고정되어야 하며  안전 표시는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서포트레그는 바닥 부분에        완전히  
        닿아야   하며   안 전 표시는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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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ep 2.2 시트를 ISOFIX 베이스부에 앞보기로 고정하기: 9-18kg

a) 시트를 들어 올려 시트 뒷면 아래에 있는 고리를 
      ISOFIX 베이스부 뒷면 잠금
b) 잠금 핸들을 앞으로 당기고 시트의 앞부분을 아래로 눌러,  

ISOFIX 베이스부 앞면 잠금 장치에  잠기도록  하십시오.

장치에 고정하여 잠그십시오. 

C) 안전 표시가 ISOFIX 베이스부에  녹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pull
click

주의!
• 시트가 양쪽에 정확히 고정되어 안전 표시가 녹색으로 표시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 아이의       체중이  9kg을 초과하면 이너시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 "이너시트 제거"참조)
•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상태에서 시트를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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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IX 슬라이드 버튼을 사용하여 ISOFIX를 뒤로 밀되, 시트가 차량 좌
석 뒤쪽에 가능한 가까워질 때까지 밀어주십시오. 차량 좌석과 시
트간의 간격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Pull

서포트레그  조절하기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서포트레그가  바닥 부분에 
완전히 닿도록  연장시키십시오. 
안전 표시 양쪽이   녹색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 아이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트는 ISOFIX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양쪽 ISOFIX 커넥터는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안전 표시는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시트는 ISOFIX베이스부에 완전히  고정되어야  하며  
   안전 표시는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 서포트레그는 바닥 부분에   완전히 닿아야 하며 

안전 표시는  모두 녹색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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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에서의 아이의 안전
주의!
LUKE가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고  모든 벨트가  적절하게  매여있으며
모든  잠금장치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특히   모든   안전표시장치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중앙 장치 조절하기

(벨트 쿠션은 당기지 마십시오).

헤드레스트 조절하기
핸들을  위로 당겨  헤드레스트의  위치를  조절하십시오.
헤드레스트의  하단 부분이  아이의  어깨 위로 
대략 1cm정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트에 아이 태우기 
- 빨간색 버튼을  눌러  벨트 버클을  열고  버클 걸쇠를  양옆쪽으로  

두십시오.
- 먼저  아이를  가능한  뒤로  앉히고,  어깨/다리 벨트 및 중앙 벨트를

아이  앞으로 가져와  걸쇠에  맞추어 버클 본체에 끼우십시오. 
- 조절 장치의 중앙 벨트를 당겨,  벨트 조임이 아이에게  적절한지 

확인하십시오.  벨트와 아이의  앞쪽 어깨 사이에 부모의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이면  됩니다.  아이가 편안하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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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앞  커버  아래에  있는   중앙 조절 장치는   벨트를 
팽팽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중앙 조절 장치의   캡을 
들어올려   중앙 조절 장치를   느슨하게  하고
벨트를   앞으로   당기십시오.  



확인 사항

- 버클이 완전히 닫혀 있는지, 벨트 끈이 꼬여있지 않은지 확인하십
시오

- 헤드레스트는 아이 머리의 적합한 위치에서 아이 머리 크기에 맞
추도록 하십시오. 

- 어깨 패드는 아이 어깨 약간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깨 벨트는 아
이의 어깨 중간에 놓여있어야 합니다.

14



Pull

LUKE 분리하기
LUKE를 쉽게 분리하기 위해서  먼저 시트(A)를  분리하십시오. 
("시트 분리하기" 참고)
유아나 어린이를 태운 상태에서 절대 시트를  설치 및 제거하시면
안됩니다! 

 서포트레그   버튼을 누르고, 
  서포트레그를  최대한  위로 올리십시오.

ISOFIX 슬라이드 버튼을 당겨
ISOFIX를  앞쪽으로   당기십시오. 

P u ll                     

베이스부 양쪽에 있는 ISOFIX 시스템 해제 버튼을
앞쪽으로 당겨  ISOFIX 커넥터가 차량과 고정된
지점에서 분리되도록 하십시오.

LUKE를  차량 좌석에서 들어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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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클라이닝 각도 조절하기
시트 앞쪽 아래에 있는 각도 조절 핸들을 앞으로 당기고  딸깍 소리가
나면 핸들을 놓아 잠기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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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제거/부착하기
커버를 제거하려면, 시트(A)를 베이스부(B)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시트 분리하기" 참조) 

1. 중앙 장치를 조절하면서  벨트를 느슨하게 하십시오.
2. 벨트 버클을 풀고  이너시트를 제거 하십시오.
3. 헤드레스트의 커버를 제거하십시오.
4. 연필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여 밴드 단추를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누르고, 시트 양쪽 두개의 버튼에 부착된 밴드를 제거하십시오.
5. 버클 본체를 커버 아래로 빼어 내십시오.
6. 커버 뒷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치에 있는 밴드를 풀고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 커버를 벗겨 내십시오.

모 든 잠금 장치가 닫혀 있고 모든 고정 장치가 올바르게 고정되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3

2

4
1

5 6

17

 



이너시트 제거하기

아이의 체중이 9kg을  초과하는 경우 
장착되어있는 이너시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관리 사항
가벼운 먼지는 젖은 천으로 쉽게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물 세척  시,
30도  온도에서 세척하십시오.  세척하기 전에 등받이 쿠션은
커버에서 제거하십시오.

세탁 중에 커버의 색이 약간 빠질 수 있습니다. 

커버에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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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ING THE PELVIC INSERT

                                                      If the child’s bodyweight exceeds 9kg,                                                       
                                                      the pre-mounted pelvic insert should 
                                                      be removed.

CARE INSTRUCTIONS 
Light dirt can be easily removed with a damp cloth. The cover can 
also be removed and washed at 30’C. Remove the back cushion from 
the cover of the head support before you wash it.

The cover material color may run slightly when wet, in par�cular 
during washing.

Do not use solvents on the cover! 

                                                                                                     보    증    서             구입일자:
1.  A/S 보증 기간은 구입 시 구매일로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  제품의  결함이 있는 경우, 보증 권리는 최초 발견 직후  제품 결함에 
        대한           A/S  접수를   하고    제품을    물류창고로   보내셔야   합니다.  
        (배송되지 않은 결함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무상  보증 청구는 다음의 경우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 부적절한   수작업   또는   보수로  인해   제품에   결함이   생긴  경우
 · 제품 결함   A/S   접수  후    7일 이내 제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제품 번호가 손상되었거나 제거된 경우 
·사용 중  마모   또는   취급으로  인한  고장  및  결함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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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반품 
1. 제품 교환  및  반품은   폭스박스   홈페이지   문의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2.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카시트 박스에   모든  제품을   동봉한  후,   폭스박스  
    물류창고로  보냅니다.  단순  변심일  경우,   반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3. 교환은   왕복  배송기간을  포함해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4. 반품은   모든 제품이   하자 없이   반납되었음이   확인되면,   고객님께서
         기입하신   환불 계좌로    7일  이내    환불 됩니다. 
 
 무상교환  조건
1.  무상교환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5년  입니다.
2.  무상교환은   차량이  충돌 사고로  인해    카시트가   파손   또는   결함이  생긴
         경우  가능합니다.   단,  사고당시   폭스박스  유아용   카시트   제품이  사고
         차량에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고,   유아가  카시트에   탑승하였을  시  
         유효합니다.
3.    사고차량의  자차  수리비가  300만원  이상일  시  가능합니다. 
         (경차의  경우  수리비가   출고가의   1/4  이상)
4.  사고발생   후  50일  이내   무상 교환  접수가  완료되었을  시  가능합니다. 
  
무상교환  신청 방법
폭스박스  홈페이지  제품  상담   및   문의 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1. 무상교환  신청서
2. 제품 보증서
3. 사고사실  확인서(영유아 동승자  확인  필수-아이  생년월일  포함)
4. 보험사  수리비  지급  내역서
5. 사고 차량   자동차  등록증
6. 사고 현장  및  제품  파손  및  결함 사진(최소 3장)  



폭스박스 
주소:  (본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창업동  403호
                         (창고)경북  영주시  의상대로  472  폭스박스 물류창고 
연락처:  070-8867-6979
홈페이지:  foxboxbaby.co.kr
이메일: info@foxboxbaby.co.kr  

LSH
타이프라이터 텍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