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bility beyond strollers
The reversible four wheel trike

TRIKE M

사용 중 참고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안전사고 예방 및 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트라이크M 사용 전 반드시 사용 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십시오



조립 및 사용 방법

1. 프레임과 시트를
모두 꺼내주세요

1. 헤드레스트의 아래 부분을 시트에 밀어 넣어 고정시켜 주세요
헤드레스트 분리 시에는 잠금 버튼을 누른 후 밀어 올리면 쉽게 분리됩니다

양대면(보호자와 마주보기) 시 스트랩 고정방법 
1. 시트 방향을 전환한 후 프레임에 달린 스트랩을 풀어 안전바 아래를 감싸 주세요
2. 스트랩을 타이트하게 당긴 후 벨크로를 이용해 고정해 주세요
3. 벨크로 고정 부위는 핸드레일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 주세요

1.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2. 아이를 빼내기 쉽게 할 때
3. 제품을 접거나 보관할 때

*  안전바 조절 버튼

주행

3. 핸들바 부분을 위로 올려
메인 프레임을 완전히 펼쳐주세요

2. 프레임 고정 후크를
풀어 주세요

4. 핸들바 아래의 열기&닫기 버튼을 누른 채
핸들바를 위로 올려 딱 소리가 나도록 고정해 주세요

프레임 부분

시트 설치

시트 방향 전환 방법

뒷바퀴 브레이크 사용 안전바 조절

* 시트 분리 시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시트 
아래 양쪽에 있는 빨간색 레버를 당기면서 

들어 올려 분리시켜 주세요

2. 시트를 장착할 때에는 양손으로 시트를 
잡은 후 메인 프레임에 ‘딱’ 소리가 나도록 완
전히 눌러 고정해 주세요 시트를 좌우로 흔
들어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정

※ 중요



유지관리
•  부드러운 마른 천이나 스펀지로 닦아주시고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해 주십시오. 플라스틱 부분과 의자 부분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  바퀴에 이물질(머리카락이나 먼지 등)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1. 시트를 프레임에서 
분리해 주세요

앞 보기 · 양대면 동일

누름 위 조절 끈 조절 끈 테일

3. 핸들바를 포함한 위 프레임을 접어
내려 주세요(별도 조작 없이 접힘)

2. 핸들바 열기&닫기 버튼을 누른 
채 핸들바를 아래로 접어주세요

4. 프레임이 완전히 접히면 후
크가 자동으로 잠깁니다

주의사항
•  보호자가 함께 있을 때 사용하시고 아이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  사용시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 하십시오
•  아이가 사용하기 전 반드시 포장재를 제거 하십시오
•  부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사용사지 마십시오.
•  위험한 장소(위험물 근처, 계단, 턱 등의 높이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시고 아이를 태운 채 제품을 들어 이동하지 마십시오
•  핸들에 가방이나 쇼핑백 등을 걸지 마십시오 
•  제품은 36개월부터 25Kg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  사용하기 전 제품의 모든 잠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잠겨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아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게 하십시오 
•  시트에는 1명의 아이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안전장치를 항상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  제품을 접거나 펼 때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제조업체가 승인한 부품 외에 다른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은 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경사로에 세워 두지 마십시오. 브레이크가 잠겨 있다 하더라도 경사로에서는 브레이크의 성능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  아이가 제품에 타고 있을 때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보증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하여 드리며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5점식 안전벨트 

접는 방법

안전벨트의 길이를 줄일 때에는 위 조절 
끈을 당겨 올린 후 아래 조절 끈을 끝을 당
겨 주세요 안전벨트의 길이를 늘리 때에

는 위의 방식과 반대로 해 주세요
※



WARRANTY
품질보증

무무브 트라이크M은 고품격 디자인, 생산 및 제품 성능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식 수입사 홈페이지 www.skytofamily.com에서 A/S접수가 가능
합니다. 스엔코 서비스 보호를 위하여, 정품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엔코 홈페이지 www.skytofamily.com
서비스센터에서 정품등록이 가능합니다.
제품 또는 본 사용설명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바랍니다.

Mumuv is dedicated to provide high quality design, engineering, production and product 
performance. In case of defect, please check www.skytofamily.com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warranty and after services.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about this product, or this user manual, please contact us 
before using the product. We a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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