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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설명 조립시 필요도구

조립너트 8ea 조립볼트 8ea 벨크로 6ea 1자 스탠드 2ea ㄷ 스탠드 1ea

조립너트 16ea 조립볼트 16ea 벨크로 12ea 1자 스탠드 4ea ㄷ 스탠드 2ea

(+) 드라이버 
여분의  (+) 드라이버
or
펜치

1. 스탠드의 앞/뒷면에 벨크로 테이프를 각각의 길이에 맞게 붙여주세요.

먼저 ㄷ스탠드 앞/뒷면으로 벨크로를 붙여주세요.

순서

1) 스탠드 벨크로 부착    2) 본체 + 스탠드 조립   3) 커버 씌우기

KIDS GUARD

* 필히 양쪽 면 모두에 붙여주세요. 
벨크로가 고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 면 중 한 곳이라도 부착되지 않으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지 않거나 마찰에 의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침대 높이를 확인 해주세요 ”

식스티세컨즈의 키즈 가드와 사용 할 수 있는    매트리스 높이는
최소 200mm  ~  최대  350mm  입니다. 

가드를 설치 했을때,   매트리스 상면 위로 올라오는 가드 높이가 160mm 이상이 되는지 확인 해주세요.
(* 유아제품의 KC 안전기준에 의한 높이 규정 )

혼자는 힘들어요. 두 사람이 함께 조립해주세요.
부품 키트에 조립 도구는 포함 되어있지 않아요.
부품 개수를 확인 해주세요.

“ 조립 전 확인 해주세요 ”

(1) 매트리스 높이

(2) 설치 후 확인 높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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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 스탠드 상단 두 줄의 구멍에 너트를 끼워주세요. 2. 반대편에 볼트를 끼워 완전히 고정시켜줍니다.

본체와 일자 스탠드를 조립합니다. 상단의 두 줄 먼저 고정해요.

3. 동일한 방식으로 일자 스탠드에 너트를 끼워주세요. 4. 반대편에 ㄷ자 스탠드를 본체의 구멍 위치에 맞추고 
볼트를 끼워 드라이버로 고정시켜 줍니다.

일자 스탠드가 본체에 결합된 상태에서 하단 두 줄에 ㄷ스탠드와 조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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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반대편 스탠드에 끼운 너트를 집게나 여분의 드라이버로 
잡아준 상태에서 돌려주어야 단단하게 완전히 조립 할 수 있습니다.

* 이때도 이전과 동일하게 집게나 여분의 드라이버로 잡아준 
 상태에서 더이상 돌아가지 않을때까지 완전히 조여주세요.

4 순서에 맞게 커버를 씌어주세요.

- 가드부분에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흔들지 마십시오.

- 어린이가 가드에 타지 않도록 하십시오.

- 보호자의 감독하에 사용하십시오.

- 반드시 혼자서 침대를 드나들 수 있는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만 사용하십시오. - 바닥에서 매트리스 표면까지의 높이가 600㎜이상의 침대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 침대 가드의 상단에서 매트리스 표면까지 160㎜ 미만의 침대는 사용하지 마세요.

- 침대가드의 설치가 적합한 침대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유아용, 아동용 침대, 2단 침대, 물침대, 또는 공기 주입식 침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침대 가드에 고정용 부속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고정 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1. 커버의 지퍼를 열어서 위에서 아래로 씌워줍니다.

2. 양쪽 모두 지퍼선이 가운데에 오도록 맞춰서 천천히 닫아줍니다. 

3. 하단부의 벨크로를 닫아서 마무리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