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경고
• 본 베이비 크립과 함께 판매된 매트리스만 사용하세요. 크립에는 매트리스 

하나만 사용해야 합니다. 질식 위험! 올바른 두께의 베이비뵨 매트리스를 
사용할 때 크립 내부의 회색 이음매 부분이 보입니다.

• 베이비 크립에서 아기가 잠을 잘 때 아기를 계속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떨어짐을 방지하려면: 아기가 혼자 앉을 수 있는 경우 매트리스를 낮은 포지
션으로 설치하세요. 낮은 포지션이 가장 안전합니다.

• 떨어짐을 방지하려면: 아기가 크립 밖으로 혼자 나갈 수 있을 때부터 베이비 
크립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 어른 침대 옆에서 베이비 크립을 두면 안 됩니다. 최소 15 cm의 공간이 있어
야 합니다. 

• 일부 부품이 망가졌거나 찢어졌을 경우, 또는 부품을 잃어버린 경우 베이비 
크립을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제조업체에 의해 보증된 예비 부품만 사용하
십시오.

• 제대로 조립되지 않거나 어느 곳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마
십시오. 

 – 나무 레그는 금속 프레임에 바르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 매트리스가 높은 포지션인 경우 모든 후크/루프를 단단히 잠가야 합니다.

 – 매트리스가 낮은 포지션인 경우 모든 지퍼를 단단히 잠가야 합니다. 지퍼를 
항상 끝까지 잠가 주십시오.

 – 아래쪽에 단단한 베이스가 있는 매트리스는 침대 다리 스토퍼 아래에 잘 고
정되어야 합니다.

• 모든 지퍼, 후크/루프 및 다른 고정 부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베이비 크립 가까이에 열 기구 및 강한 열이 나오는 기타 장치(전기 바 히터, 
가스 난로, 라디에이터 등)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베이비 크립 내부에 어떤 것도 두지 마십시오. 또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끈, 블라인드/커튼 선 등과 같은 질식이나 목졸림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는 물건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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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탑 레일 스틸

2 크립 패브릭 100% 폴리에스터

3 매트리스 토퍼, 커버 70% 폴리에스터, 30% 면

4 매트리스 보호 패브릭 50% 폴리에스터, 50% 폴리우레탄

5 매트리스 폼 폴리에테르 폼

6 매트리스 베이스 중밀도섬유판(MDF)

7 레그 자작나무

8 풋 튜브 스틸

9 루프

10 후크

11 스토퍼

12 스냅 버튼

13 지퍼 툴 지퍼를 열기 위한 특별 지퍼 툴(금속)

14 지퍼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