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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IMPORTANT  
BEFORE USE AND KEEP FOR FUTURE REFERENCE

To unfold and assemble
1.1 Pull out the folding latch to 

release the frame

1.2 Grip the handle and lift up 
to unfold the stroller until 
you hear the ”click” sound, 
check to make sure the stroller 
is locked in the fully open 
position before using it .

1.3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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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잠금 장치를 해제하여 주세요.
1.2      핸들을 잡고 유모차를 펼쳐주세요. 
             프레임 양쪽에서 “click” 소리가 들리면 완전히 
             펼쳐진 것입니다.
             사용 전 반드시 유모차가 완전히 펼쳐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주의 -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아래의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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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1 To attach the bumper bar
2.1 Align the bumper bar pegs 

with holes in the front of seat 
unit and insert until it clicks.

2.2 To remove: Press down both 
buttons on bumper bar and 
pull out.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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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범퍼 바를 시트 양쪽의 고정위치에 올바르게
             삽입해주세요.   
2.2     범퍼 바 제거: 범퍼 바 양쪽의 버튼을 누른  뒤
             잡아당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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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Using the brake
3.1 Press the brake lever down. 

Always lock brake, make sure 
brake is engaged by trying to 
push the stroller.

3.2 To unlock the brake: lift the 
brake lever up.

4.1

1

Using the canopy
4.1 To adjust canopy: pull forward 

or press backward the canopy 
wire to open or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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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브레이크 사용 시 장바구니 뒤쪽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세요. 
             정지 시에는 항상 브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3.2     브레이크 해제: 브레이크 페달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4.1     캐노피 사용 : 캐노피를 앞뒤로 밀고  당기며 
             조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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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To adjust the backrest
5.1 Pull the adjustment belt 

down, pinch the adjustment 
buckle, and push up to adjust 
the backrest to the sitting 
position.

5.2 To recline the backrest, grasp 
and pull down the adjustable 
buc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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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등받이 각도를 세울 때에는 스트랩 레버를 잡고   
             위로 올려 주세요.
5.2     시트를 눕힐 때에는 레버를 아래로 당겨 각도를
             조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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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harness system
6.1 To unlock buckle, press in on 

the centre button and pull 
harness out from each side.

6.2 To buckle, push each side of 
harness back into buckle until 
each clicks in place.

6.3 To shorten,pull bottom loop 
down,then pull on strap end.  
 
To lengthen,pull out top loop, 
then pull out on buckle.

6.4 To unlock buckle, press in on 
the centre button and pull 
harness out from each side.

6.1

6.2

6.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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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안전벨트 버클 해제 시에는 버클 중앙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6.2      버클을 잠글 때에는 각 양쪽의 버클을 두개씩 
             결합하여 메인 버클에 결합해 주세요.
6.3      각 버클 스트랩의 길이 조절 레버를 사용하여 
             벨트의 길이를 아이에 맞게  조정해 주세요.
6.4      안전벨트 버클 해제 시에는 버클 중앙의 버튼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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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1 To adjust the footrest
7.1 

mental support bracket on the 
back of footrest to extend

7.2 
support bracket to not ex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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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그림 7.1과 같이 발 받침 사용 시 아래의  브라켓을
             사용하여 고정시켜 주세요.
7.2      미사용 시 브라켓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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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To fold the stroller
8.1 Fully open the canopy as Fig 

8.1

8.2 Make the wheel in swivel 
model, press down the small 
button on the back of handle 
(1),at the same time, squeeze 
the folding button on handle 
(2) and push forward the 
canopy until the frame is fully 
locked as Fig 8.3

8.3 Engage the folding lock as  
Fig 8.3.

8.2

8.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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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캐노피를 완전히 펼쳐 주세요.
8.2      손잡이 중앙 레버 뒤쪽의 버튼을 누르면서 (1),
             동시에 앞쪽의 버튼을 (2) 누르고 완전히 접힐
             때까지 앞으로 밀어주세요.
8.3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고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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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9.1 Raincover:

raincover by placing it over 
the stroller with the hood fully 
extended. The raincover can 
be used in all modes. There is 
a viewing window in the front 
of the raincover that can be 
opened by unfastening the 
velcro around the edge,then 
rolled up and kept open with 
the fa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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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그림 9.1과 같이 캐노피를 완전히  펼치 후 레인
             커버를 씌워주세요 . 레인커버의 앞쪽에는 창이
             있으며 벨크로를 이용하여 오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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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otes
This item is a high quality Silver Cross 
product. It complies with EN1888-2:2018 
and with correct use and maintenance will 
give good service. If however you should 
have any problems with your product, 
please contact your Silver Cross retailer 
who will take appropriate action.

THESE INSTRUCTIONS DETAIL THE SAFE US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TROLLER. 
READ THE INSTRUCTIONS CAREFULLY BEFORE USE

WARNINGS

YOUR CHILD’ SAFETY MAY 
BE AFFECTED IF YOU DO NOT 
FOLLOW THESE INSTRUCTIONS.

THE PRODUCT MUST BE 
ASSEMBLED BY AN ADULT.

FOLLOW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AT ALL TIMES.

NEVER LEAVE THE CHILD 
UNATTENDED.

ALWAYS USE THE RESTRAINT 
SYSTEM.

ENSURE THAT ALL THE 
LOCKING DEVICES ARE 
ENGAGED BEFORE USE.

TO AVOID INJURY ENSURE THAT 
THE CHILD IS KEPT AWAY WHEN 
UNFOLDING AND FOLDING THIS 
PRODUCT.

CHECK THAT THE PRAM BODY, 
SEAT UNIT OR CAR SEAT 
ATTACHMENT DEVICES ARE 
CORRECTLY ENGAGED  
BEFORE USE.

ALWAYS APPLY THE PARKING 
BRAKE WHEN PLACING AND 
REMOVING THE CHILD.

ANY LOAD ATTACHED TO THE 
HANDLE AND/OR BACK OF THE 
BACKREST AND/OR THE SIDES 
OF THE STROLLER WILL AFFECT 
STABILITY OF THE STROLLER.

DO NOT CARRY EXTRA 
CHILDREN OR BAGS ON THIS 
STROLLER, UNLESS IN AN 
APPROVED ACCESSORY.

DO NOT USE THE STROLLER 
NEAR AN OPEN FIRE, 
BARBECUE, OR EXPOSED 
FLAME.

THE STROLLER SHALL ONLY BE 
USED FOR A MAXIMUM OF 1 
CHILD.

THIS VEHICLE IS INTENDED FOR 
CHILDREN UP TO 22KG OR 4 
YEARS OF AGE WHICHEVER 
COMES FIRST.

DO NOT CARRY MORE THAN 5 
KG IN THE BASKET OR 1 KG IN 

IT IS RECOMMENDED THE MOST 
RECLINED POSITION IS USED 
FOR NEW BORN BABIES.

PUT ON ALL THE BRAKES 
WHENEVER YOU PARK THE 
STROLLER.

THE PARKING DEVICE MUST 
BE ENGAGED DURING THE 
LOADING AND UNLOADING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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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NOT ALLOW CHILDREN 
TO STAND ON THE SEAT OR 
FOOTREST.

DO NOT USE THE FRONT 
ARMREST WHEN THE BABY IS IN 
THE STROLLER.

THIS PRODUCT IS NOT SUITABLE 
FOR RUNNING OR SKATING.

DO NOT LET THE CHILD PLAY 
WITH THIS PRODUCT.

ONLY REPLACEMENT PARTS 
AND ACCESSORIES APPROVED 
BY SILVER CROSS SHOULD BE 
USED.

MAKE SURE CHILDREN ARE 
CLEAR OF ANY MOVING PARTS 
IF YOU ADJUST THE STROLLER, 
OTHERWISE THEY MAY BE 
INJURED.

DO NOT USE ON STAIRS OR 
ESCALATORS.

STORE THE STROLLER IN A DRY 
AND SAFE PLACE,AND KEEP THE 
STROLLER AWAY FROM FIRE OR 
HEAT SOURCE AS YOUR CHILD 
MAY OVERHEAT.

TO AVOID DANGER OF 
SUFFOCATION,KEEP THE 
PACKING PLASTIC BAGS OR 
SMALL PARTS AWAY FROM 
CHILDREN.

ENGAGE FRONT WHEEL SWIVEL 
LOCK, TO LOCK FRONT WHEEL / 
WHEELS WHEN TRAVELLING ON 
ROUGH OR UNEVEN SURFACES.

DO NOT ATTEMPT TO LIFT THE 
STROLLER BY THE BUMPER BAR / 
TRAY, IT MAY DISENGAGE.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FOR COMMERCIAL 
USE.

Care and maintenance
Chassis – Always check your pushchair 
for signs of wear. Regularly lubricate 
all moving parts. Check for freedom of 
movement of all locking devices. Polish 
metal parts with a clean, dry cloth.

Dirt and dust within moving mechanisms 
may be rinsed away with clean water. Do 
not soak or submerge.

Fabric items – Please refer to the washcare 
instructions on each individual item’s 
washcare label.

Seat Unit – To clean, sponge area with 
warm soapy water. Rinse well with clean 
water to avoid staining. Allow to dry 
naturally, away from direct heat and 
strong sunlight.

Never machine wash, tumble dry, iron or 
bleach any of the fabric items or seat unit. 
A certain degree of fading may occur over 
time through everyda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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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본 제품은 높은 수준의 실버크로스 제품으로서, 유럽안전기준
EN1888-2:2018과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규칙 제 29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수령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반드시 구매처나 공식 수입원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안전한 사용과 작동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사용 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설명서에 적힌 사용법을 따르지 않을 시
유아의 안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의 조립은 반드시 성인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모차 사용 시 항상 제조사의 사용설명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치를 항상 사용하십시오.
유모차의 잠금 부분이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
해 주십시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모차를 접고 펼칠
때에는 유아와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 주십시오.
사용 전, 유모차 시트, 프레임 등이 완전히
결속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정차 시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핸들이나 등받이에 과도한 적재는 유모차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적재 혹은 2명 이상의 아이의 탑승은 
금지합니다.
화기나 열기가 있는 곳에서 유모차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유모차는 1인승 유모차입니다.
본 유모차는 유럽안전기준에 의거, 최대 22kg
(만 4세)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5kg 이상의 짐을 장바구니에 적재하지
마십시오.
신생아 사용 시 최대 눕힘 각도에서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정차 시 반드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유모차를
고정해 주십시오 .
유아 승 . 하차 시 반드시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유모차를 고정해 주십시오.
유아가 시트나 발 받침을 밟고 일어서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유모차는 조깅이나 스케이팅에  적합한
제품이 아닙니다.
유아가 제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제품의 부품은 실버크로스에서 제공되는 
정품만 사용해 주십시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모차 보관 시 건조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보관하여 주시고, 화기나 직사광선 아래에서의
보관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질식 사고 방지를 위하여, 유아가 유모차 포장
비닐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평탄하지 않은 도로에서는 앞바퀴를 일자로
고정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범퍼 바를 이용하여 유모차를 들어 올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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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관리

프레임 - 유모차 프레임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모든 파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주기적으로 마른
수건을 이용하여 닦아주십시오. 먼지나 이물질은 유모차의
동력 부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오염된
부분을 닦아주십시오.

패브릭 - 유모차에 부착된 세탁라벨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트 - 오염 시 미온수와 수건을 이용하여 닦아주십시오. 
젖은 시트는 반드시 자연건조해 주시고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표백제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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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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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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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수입원 (주)엘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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