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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child’s safety may be 

instructions.

Your Pioneer Pushchair is a high 
quality Silver Cross product. It 
meets current safety standards 
and care and regular light 
maintenance will ensure long 
service.

If somebody unfamiliar is using 
your Pioneer Pushchair always 
ensure that they read these 
instructions carefully so that 
they understand how the product 
works best. 

THE SAFETY OF THE CHILD IS YOUR 
RESPONSIBILITY.

ENGENG  IMPORTANT 
READ CAREFULLY AND KEEP 
FOR FUTURE REFERENCE

 중요

 

KOR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해 
주시고 잘 보관해 주세요.

설명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아기의 
안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유모차는 실버크로스사의 고급
유모차입니다. 
유럽과 대한민국의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사용을 
위해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해주세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유모차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 전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 숙지해 주세요.

아기의 안전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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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Pushchair

Contents

First check all your parts have been 
supplied. Your Pioneer pushchair 
includes:

1.1  Seat with harness

1.2  Bumper bar

1.3   Chassis including basket  
& rear wheels

1.4  Front wheels

1.5  Rain cover in bag

 

1.1 1.2

1.3

1.4

1.5

1.1     시트 유닛 및 벨트
1.2    범퍼바
1.3    프레임 & 뒷바퀴
1.4    앞바퀴
1.5    레인커버

1.6    후드
1.7    컵홀더
1.8    베이비 네스트

구성

1.6

1.7

1.8

 Hood

 Cup Holder

 Baby Nest

1.6 1.7

1.8

silvercrossbab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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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for use
Remove all packaging material 
from your Pioneer pushchair.  
To use your Pioneer pushchair from 
birth you must use the Pioneer 
Carrycot (included).

Pioneer chassis
2.1 

 
Attach the front wheels by 
inserting the axles into the 
Pioneer frame until they ‘click’ 
into position.

2.2 

 
Release the folding lock and 
lift the handle upwards.

WARNING: CHECK THE WHEEL 
IS SECURE BY PULLING GENTLY 
DOWNWARDS.

WARNING: CHECK THAT THE 
CARRYCOT OR SEAT UNIT OR 
CAR SEAT ATTACHMENT DEVICES 
ARE CORRECTLY ENGAGED 
BEFORE USE.

2.1

2.2

사용 준비
모든 포장재를 제거해 주세요.

파이오니어 프레임
2.1    앞바퀴의 축 부분을 유모차 
         프레임에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밀어 넣어 주세요.
2.2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핸들을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주세요.

경고: 앞으로 살짝 당겨 휠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고: 사용하기 전에 시트 유닛 또는 
카시트 장착 장치가 올바르게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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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chassis
2.3  Continue to lift the handle 

upwards until the frame 
‘clicks’ and locks into position. 
Always check that the frame 
is secure. 

2.3

파이오니어 프레임
2.3    핸들을 위쪽으로 들어 ‘딸깍’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고정시켜
         주세요.
         항상 프레임이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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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브레이크 작동을 위해서 빨간색 
        브레이크 페달을 눌러주시고
        ‘딸깍’하는 소리를 반드시 확인
         해주세요.

        참고: 유모차를 가볍게 밀어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브레이크 해제 시, 초록색 해제
        버튼을 눌러 내려주세요. 앞으로 
        진행하기 전에  유모차를 뒤쪽으로 
        굴려주세요.

브레이크 사용
경고: 정지 시 항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주세요.
경고: 아기가 타고 내릴 때에는 항상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세요.

Using the brake

WARNING: ALWAYS APPLY THE 
PARKING BRAKE WHEN YOU ARE 
STANDING STILL.

WARNING: ALWAYS APPLY THE 
BRAKE WHEN PLACING AND 
REMOVING THE CHILD.
3.1  To engage the brake, press 

down on the red brake pedal. 
Listen for the ‘click’.

 NOTE: Always check that 
your brake is fully engaged by 
gently rocking the pushchair.

 To disengage the brake, gently 
press down on the green 
brake release button. Rock the 
pushchair backwards before 
moving forward.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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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he swivel wheels
Your Pioneer chassis has lockable 
front swivel wheels. We advise 
locking the front wheels if pushing 
the pushchair straight ahead for a 
long period.

4.1  Rotate the swivel release lever 
sideways to lock the wheels 

 Always apply brake when 
placing and removing the 
child.

4.1

silvercrossbaby.kr

회전바퀴의 사용
파이오니어 유모차는 잠금 기능이 
가능한 회전형 바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직진을 해야 할 경우 앞바퀴 
잠금장치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4.1    앞바퀴를 고정 위치로 잠그기 
         위해서는 레버를 바깥쪽으로
         회전시켜주세요.
         아기를 태우고 내릴 때에는 항상
         브레이크를 작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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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조절 핸들 작동
파이오니어 핸들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5.1    핸들 조절 버튼을 잡은 채 
         아래쪽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주세요.
5.2   핸들을 밀어 올리거나 내린 다음  
        원하는 위치에서 멈추어 주세요. 
        핸들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 시 
        ‘딸깍’ 소리가 들립니다.

 

Operating the height adjustable 
handle
Your Pioneer has a 4-position 
handle height.

5.1  Press and hold the handle 
height adjustment /folding 
button.

5.2 Slide the handle up or down 
to required height and release 
the adjustment button.  
The handle will lock and ‘click’ 
into place. 

1
2

3
4

5.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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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your Pioneer chassis

NOTE: To ensure your Pioneer 
chassis folds correctly remove all 
items from the shopping basket 
before attempting to fold.

Your Pioneer chassis can be folded 
with the seat unit attached and 
in a forward-facing, upright 
position. In all other positions it is 
recommended to remove the seat 
unit.

6.1 Ensure the swivel wheels are 
locked

6.2  Engage the brake pedal  

6.1

6.2
유모차는 시트가 장착되어 있을 경우, 
정방향 보기에서 시트가 완전히 세워진 
상태에서 접을  수 있습니다. 
다른 포지션에서는 시트 유닛을 분리 후 
접을 수 있습니다.

6.1    회전 기능 바퀴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6.2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시켜주세요.

유모차 접기
참고: 유모차를 접기 전에 바구니 속의 
물건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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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your Pioneer chassis 
6.3  Press and hold the fold release 

button. Pull the fold release 
triggers towards you. Push the 
handle downwards gently and 
lower the handle downwards 
until the fold lock engages. Lift 
the handle upwards gently to 
ensure that the chassis is folded 
correctly.

6.4  To release the rear wheels,  
press and hold the green button 
under the brake and gently pull 
wheel away from chassis.

WARNING: TO AVOID POSSIBLE 
INJURY OR DAMAGE, ALWAYS 
ENSURE THE STORAGE LATCH HAS 
BEEN ENGAGED BEFORE LIFTING 
THE PRAM/STROLLER.

CARRY THE PRAM USING THE 
MAIN HANDLE, ONCE STORAGE 
LATCH HAS BEEN ENGAGED.

WARNING: DUE CARE SHOULD 
BE TAKEN WHEN FOLDING AND 
UNFOLDING THIS PUSHCHAIR. 
PLEASE ENSURE FOLDING 
MECHANISMS ARE KEPT CLEAR 
TO AVOID POSSIBLE FINGER 
ENTRAPMENTS OR INJURIES TO 
PARTS OF THE BODY.

6.3

6.4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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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접기
6.3   폴딩 버튼을 누른 채로 멈춰 주세요.
        폴딩 버튼은 몸 쪽으로 당겨 주세요.     
        핸들을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고정 장치에 고정될 때까지 접어
        주세요. 핸들을 위쪽으로 당겨 
        프레임이 제대로  접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6.4   뒷바퀴를 해제하려면, 브레이크
        아래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프레임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해 주세요.

silvercrossbaby.kr

경고: 파손 또는 손상을 막기 위해, 
유모차를 들기 전에, 항상 스토리지 
래치가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스토리지 래치가 고정되었으면,
핸들을 사용하여 유모차를 
운반합니다.
경고: 접고 펴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손가락이 끼거나 신체 일부에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접는 부분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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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ing the bumper bar to 
the carrycot or seat unit
7.1   Attach the bumper bar 

by pressing the ends of 
the bumper bar into the 
attachment points of the 
carrycot/seat unit frame. 
Wait to hear them ‘click’ into 
place. Lift gently to ensure the 
bumper bar is locked in place. 

7.2  To detach, press the bumper 
bar release button on the 
carrycot/seat unit frame with 
one hand and pull the bumper 
bar away from the connector 
point with the other hand.  
The bumper bar will rotate.

 To detach both sides repeat 
point (7.2 ) above. With 
one side of the bumper bar 
removed the carrycot/seat 
unit is easily accessible.

WARNING: THE BUMPER BAR 
MUST BE SECURELY CONNECTED 
AT ALL TIMES WHEN IN USE. THE 
SAFETY OF YOUR CHILD IS YOUR 
RESPONSIBILITY.

WARNING: ALWAYS REMOVE 
YOUR CHILD FROM THE SEAT 
UNIT BEFORE ATTEMPTING  
TO LIFT AND REMOVE THE  
SEAT UNIT.

WARNING: THE BUMPER BAR IS 
NOT A CARRY HANDLE.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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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 바 부착하기
7.1   범퍼 바 끝의 프레임에 있는 고정 
        장착 부분에 고정시켜주세요.
        완전히 고정시키기 위해
        ‘딸깍’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고정
        시켜주세요.
        범퍼 바를 가볍게 들어 제대로 
        고정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7.2   범퍼 바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분리 버튼을 누르고 
        범퍼 바를 분리해 주세요.
        범퍼 바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범퍼 바 제거 시 양쪽 지점(7.2)의
        버튼을 눌러 분리해 주세요.

경고: 범퍼 바는 사용 중에는 항상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고: 항상 시트 유닛을 분리하기 전에 
아이를 분리시켜주세요.
경고: 범퍼 바는 운반용 손잡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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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Using your Pioneer as a 
pushchair
  Your Pioneer seat unit can 

rearward-facing position 
(infant facing you) or 
forward-facing position 
(infant facing away from 
you). Follow (12.1) to attach the 
seat unit to the chassis.

Attaching the seat unit hood to 
the seat unit
8.1  First, slide the back of the 

hood over the back of the seat 
unit. Locate the slot in the 
fabric at the back of the hood 
and slide over the seat recline 
adjustment  lever.

8.2   Attach the hood by pressing 
the hood clips onto the slots 
on either side of the seat unit 
frame. Note your Pioneer 
pushchair has a function 
where you have the option to 
raise or lower the height of 
the hood provided.  The height 
position can be adjusted by 
connecting the hood to one 
of the two height locations 
provided. Velcro the lower 
front corners of the hood onto 
the sea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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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오니어 푸쉬체어로 사용
        유모차의 시트는 정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장착 가능합니다.
        (12.1)과 같이 시트를 장착
        해주세요.
시트 유닛 장착
8.1   먼저, 후드 뒤쪽을 시트 뒤쪽으로 
        둘러주세요. 후드 뒷면의 원단     
        구멍을 시트 리클라인 조절 레버에 
        밀어 넣어 주세요.
8.2   후드를 양쪽의 후드 클립을 눌러서
        시트 프레임의 구멍에 고정해 
        주세요.
        파이오니어는 후드의 높낮이를   
        달리하여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된 두 높이 위치 중 하나에 
        후드를 연결하여 조절해 주세요.
        후드의 앞쪽 아래의 벨크로를 
        시트 유닛에 고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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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your hood
9.1  Your Pioneer hood can be 

used in 3 positions. Fully open, 
semi-open and fully covered.

9.1

후드 사용
9.1   파이오니어 후드는 3단계 
       포지션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완전한 오픈, 세미 오픈, 완전한 
       차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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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your hood
Your Pioneer hood features a 
ventilation panel and pop-out 
sunvisor.

9.2  To open the ventilation panel, 

the magnets either side of the 
hood.

9.3  To use the sunvisor, pull out of 
the hood. To store, push back 
into the hood. 

9.2

9.3

후드 사용
파이오니어 후드는 통풍창과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9.2   통풍창을 사용 시 후드 덮개를 올려 
        후드 자석에  부착해 주세요.
9.3  선바이저 사용 시 후드 안쪽에서 
        당겨주세요. 
        미사용 시  후드 안으로 다시 밀어 
        넣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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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ing the harness
10.1  The shoulder straps have 3 

height positions. To adjust, 

of the seat unit. Thread the 
harness buckle from the front 
of the seat unit through to 
the back of the seat unit and 

behind the seat securing the 
shoulder strap in place.

 Thread the harness through 
the button hole in the seat 
unit relative to the size of your 
child, and secure the harness 
buckle. (see 11.1).

WARNING: THE HARNESS CAN 
FORM LOOPS WHICH MAY BE 
A STRANGULATION HAZARD. 
NEVER LEAVE THE HARNESS 
CONNECTED WHEN NOT FITTED 
TO A CHILD IN THE PUSHCHAI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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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네스 준비
10.1   숄더 스트랩은 3개의 높이가 
         있습니다. 조절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트 유닛 뒷면의 덮개를 들어 
         올려주세요.
         벨트 버클을 시트 유닛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연결하고
         시트 뒤면에서 평평하게 유지하고 
         숄더 스트랩을 고정시켜주세요.
         아이 사이즈에 맞게 시트 유닛의 
         구멍에 벨트를 끼우고 벨트 버클을 
         고정시켜 주세요. (보기 11.1)

경고: 하네스의 잘못된 사용은 아이의 
목을 조여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중에는 절대 
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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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2

x2

Attaching the harness

11.1 Connect the shoulder clips to 
the waist clips.

11.2 To fasten the harness insert 
the pairs of clips into each side 
of the buckle.  Listen for the 
‘click’. 

하네스 사용
11.1   어깨 클립을 허리 클립에 연결해 
         주세요.
11.2   하네스를 고정하려면 양쪽의 
         버클을 결합 후 가랑이 벨트를 
         부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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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스트랩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당겨 
        스트랩의 길이를 줄여주세요.

11.3 11.3 Pull sliders in one direction 
to length and in opposite 
diection to shorten s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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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ing the seat unit to your 
chassis

WARNING: ENSURE ALL 
LOCKING DEVICES ARE 
ENGAGED BEFORE USE.
12.1  To attach your Pioneer seat 

unit to the Pioneer chassis 
hold the seat unit above the 
chassis. Locate the seat unit 
chassis connector posts into 
the seat attachment slots on 
the chassis. Ensure that the 
seat unit ‘clicks’ into place. 

forward or rearward facing. 
Lift the seat unit gently by the 
bumper bar to check the seat 
unit has locked into place. 
To adjust the seat position 
(see 13.1) 

Detaching the seat unit from 
your chassis
12.2 With the seat unit facing you, 

pull both seat release handles 
outwards and lift the seat unit 
clear of the chassis.

CAUTION: Remove the child from 
the seat unit before detaching 
from your chassis.

 

12.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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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유닛 프레임에 결합하기
경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잠금 
장치가 작동 중인지 확인해 주세요.
12.1   시트를 프레임의 위쪽에 위치하여
         결합시켜주세요. 시트 유닛이 
         고정될 때 ‘딸깍’하는 소리를      
         확인해 주세요.
         시트는 정방향 보기 또는 역방향 
         보기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범퍼 바를 살짝 들어 시트가 확실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트 포지션의 조정을 위해 
         (보기 13.1) 확인해 주세요.

프레임에서 시트 유닛 제거하기
12.2   시트 유닛을 바라보며, 양쪽의    
         시트 해제 핸들을 바깥으로 당기고 
         프레임으로부터 완전히 들어 올려 
         주세요.

주의: 시트 유닛을 프레임으로부터 
제거하기 전에 아기를 시트에서 먼저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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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the seat position
Your Pioneer has 3 forward-facing 
and 3 rearward-facing seat 
positions.

13.1  To adjust the seat position in 
either forward or rearward 
facing mode, lift and hold the 
seat recline adjustment lever 
on the back of the seat unit. 
Move the seat unit upwards or 
downwards to upright, semi-
recline or full recline.  
Release the recline adjustment 
lever and wait to hear a  
‘click’ for each position to  
lock into place.

13.2  Your Pioneer has an adjustable 
multi-position footrest.

 To adjust the footrest, press 
the adjuster buttons located 
on each side of the footrest.  
Once buttons are pressed 
gently adjust the footrest to 
its lowest position. Once in the 
lowest position you can gently 
lift the footrest up to a more 
desired position if required.

13.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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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포지션 조절
시트는 정방향 3단계 및 역방향 3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3.1   시트 각도 조절을 위해서는 
         등받이 뒤쪽의 조절 레버를 
         들어 올려 멈춘 상태에서 조절해    
         주세요. 각도는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시트 조절 시 확실히 고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딸깍’하는 소리를   
         확인해 주세요.

13.2   파이오니어 발판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발판을 조정하려면 발판 양쪽에 
         있는 조절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가볍게 눌러 발판의 위치를 
         조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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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your raincover with the 
carrycot or seat unit
14.1  Your Pioneer raincover should 

be used when the Pioneer 
hood is attached to either 
the seat unit or carrycot. First 
slide over the hood and down 
towards the toe of the seat 
unit or carrycot. 

14.1

레인커버 사용
14.1   파이오니어의 레인커버는 후드가
         장착되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인커버를 위쪽에서 
         부터 천천히 씌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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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베이비 네스트 사용
15.1   베이비 네스트는 신생아부터 
         6개월까지의 아기들이 유모차에  
         평평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컴포트 서포트와 보드를 제외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컴포트 서포트와 보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뒤쪽의 포켓을 열고 
         제거해 주세요. 제거 후에는 
         벨트크로 포켓을 닫아주세요.
15.2   베이비 네스트를 장착하기 위해, 
         어깨 벨트를 버튼홀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고, 어깨 벨트 패드 
         및 가랑이 벨트 패드를 장착해
         주세요. 제거를 위해서는 어깨
         벨트를 풀고 어깨 및 버클 패드를 
         벨트에서 제거한 다음 벨트를 버튼 
         홀을 통과시켜 제거해 주세요. 
         베이비 네스트는 손세탁이 적합
         합니다. 세탁을 위해서는 서프트와 
         보드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주의: 아기를 혼자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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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Notes
Your Pioneer Push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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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chair, please contact 
your Silver Cross retailer who will 
take appropriate action.   
The Pioneer carrycot complies  
with EN: 1466:2014.

This pushchair is suitable from 
birth up to 9kg with the Carrycot 
and from 6 months, up to 22kg 

using the Seat Unit.

WARNING:
NEVER LEAVE THE CHILD 
UNAT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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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URE THAT ALL LOCKING 
DEVICES ARE ENGAGED  
BEFORE USE.

DO NOT CARRY MORE THAN 
ONE CHILD IN THIS PUSHCHAIR.

THIS PRODUCT IS NOT SUITABLE 
FOR RUNNING OR SKATING.

ENSURE THE PARKING DEVICES 
ARE ENGAGED WHEN PLACING 
AND REMOVING YOU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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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LET THE CHILD PLAY 
WITH THIS PRODUCT.

DO NOT LET OTHER CHILDREN 
PLAY UNATTENDED NEAR THE 
CARRYCOT.

THIS SEAT UNIT IS NOT  
SUITABLE FOR CHILDREN  
UNDER 6 MONTHS.

THE CARRYCOT IS ONLY 
SUITABLE FOR A CHILD WHO 
CANNOT SIT UP UNAIDED.

ALWAYS USE THE RESTRAINT 
SYSTEM.

NEVER USE THE CARRY COT  
ON A STAND.

DO NOT USE IF ANY PART IS 
BROKEN, TORN OR MISSING. 

BE AWARE OF THE RISK OF 
OPEN FIRES, GAS FIRES ETC. 
IN THE NEAR VICINITY OF THE 
CARRYCOT. 

THE HANDLES AND THE BOTTOM 
OF THE CARRY COT SHOULD 
BE CHECKED REGULARLY FOR 
SIGNS OF DAMAGE AND WEAR.

ONLY THE MATTRESS PROVIDED 
SHOULD BE USED WITH THE 
CARRYCOT.

CAR SEATS DO NOT REPLACE 
A COT OR BED. SHOULD YOUR 
CHILD NEED TO SLEEP, THEN 
IT SHOULD BE PLACED IN A 
SUITABLE PRAM BODY, COT  
OR BED.

ANY LOAD ATTACHED TO THE 
HANDLE AND/OR BACKREST 
AND/OR SIDES OF THE VEHICLE 
WILL AFFECT STABILITY OF THE 
VEHICLE. A BABY’S SAFETY IS 
YOUR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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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BEFORE FOLDING 
YOUR PUSHCHAIR, THE CAR 
SEAT ADAPTORS MUST BE 
REMOVED, OTHERWISE DAMAGE 
WILL BE CAUSED.

WARNING: YOUR SIMPLICITY 
INFANT CARRIER SHOULD 
ALWAYS BE REARWARD FACING. 

WARNING: THIS CAR SEAT DOES 
NOT REPLACE A COT OR BED. 
SHOULD YOUR CHILD NEED 
TO SLEEP THEN IT SHOULD BE 
PLACED IN A SUITABLE PRAM 
BODY OR COT.

WARNING: ONLY USE ON A FIRM 
HORIZONTAL AND DRY SURFACE 
– IF NOT BEING USED WITH 
PIONEER CHASSIS.

CAUTION: THE HANDLE AND 
THE BOTTOM SHOULD BE 
INSPECTED REGULARLY FOR 
SIGNS OF DAMAGE AND WEAR.
CUP HOLDER:  
MAXIMUM LOAD = 340G

BASKET: MAXIMUM LOAD = 5KG

The child should always wear a 
safety harness complying with 
BS6684. ‘D’ rings are provided for 
the attachment of an additional 
harness. These are located on the 
existing harness close to where it 
is attached to the seat frame. Do 
not hang shopping bags or other 
objects from the handle. This may 
cause the pushchair to tip up. 
Extra shopping or luggage should 
only be carried in the basket and 
should not exceed 5kg in weight, 
evenly distributed. 

Always hold the seat when making 
adjustments. 

Never try to fold your Pioneer when 
the child is seated as this may trap 

folding or unfolding the pushchair, 
do not force. This will cause 
damage. Read the “To fold or 
unfold” instructions carefully in 
the Pioneer Instructions. It may be 

parts other than those supplied 
or recommended by Silver Cross. 
If anyone other than the owner is 
going to use the Pushchair (e.g. 
grandparent, child minder), please 
show them how to use it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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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with a clean, dry cloth. 

Fabric items and seat unit
For fabric wash care instructions 
please refer to the care guide 
included with your pram.  Keep 
away from direct heat and 
strong sunlight. A certain degree 
of fading may occur over time 
through everyday use. Never 
machine wash, tumble dry, iron or 
bleach. 

Never leave accessories such as 
the Sunshade or raincover where 
heat and light may discolour the 
fabrics or distort the plastics, 
e.g. on the car parcel shelf in hot 
weather.

ENG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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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항 주의사항
파이오니어는 실버크로스사의 디럭스형 
유모차입니다.
올바른 사용 및 적절한 유지 보수는 
보다 나은 사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품 사용 시 문제가 발생되면 구입처로 
문의해 주세요.
이 유모차는 생후 9kg까지 캐리콧에 
적합하며, 시트 유닛을  사용할 경우 
6개월부터 22kg 또는 4살까지 적합
합니다. 
경고: 
절대 아이를 방치하지 마세요.
접고 펼 때에는 아이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세요.
사용하기 전 모든 잠금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모차에는 한 명의  아이만 
태워주세요.
이 제품은  런닝 또는 스케이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에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주세요.
사용 전 시트 유닛 또는 카시트 등이 
정상적으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어린이가 제품을 가지고 놀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가 유모차 주변에서 장난치지 
않게 해주세요.
6개월 이하의 아기는 시트 유닛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도움 없이는 앉아 있을 수 
없는 아이에게만 적합합니다.
항상 잠금장치를 사용하세요.
부품이 파손 또는 찢어진 경우  
사용하지 마세요.
시트 근처에 화재, 가스등의 위험에 
주의하세요.
핸들과 바닥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제공된 매트리스만 시트와  사용해야 
합니다.
카시트는 유아용 침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재울 때는 적합한 
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핸들 바나 양쪽 프레임에 미인증된 
부가 장치의 부착은 유모차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안전은 사용자 또는 부모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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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크로스사에서 제공하는 부품 및 
액세서리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제품을 접을 경우 카시트 
어댑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핸들과 바닥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컵홀더: 최대하중 = 340G
장바구니: 최대하중 = 5KG
추가 하네스 사용을 위해 ‘D’링이 
제공됩니다. D링은 시트 양쪽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유모차 핸들 부분에 
가방이나 짐을 걸어 놓지 마세요. 
유모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구니에 짐을 담을 경우 5kg 초과하지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 변경 시 반드시 유모차 정차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타고 있을 경우 접거나 펴지 
마세요. 아이가 다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모차가 자연스럽게 접히거나 
펴지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세요. 무리한 힘은 제품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있는 “유모차 접기” 및 
“유모차 펴기”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 
주세요.
실버크로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외의 
부품이나 액세서리 사용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모차의 원래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유모차를 사용할 경우(조부모, 유모 등) 
사용법을 숙지하신 후 사용해 주세요.

유지관리
유모차
유모차의 낡은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윤활유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유지해 주세요. 잠금장치 
부분은 작동 여부를 잘 체크해 주세요. 
건조하고 깨끗한 수건으로 금속 부분을 
닦아주세요.

패브릭 및 시트 유닛
원단 부분의 세탁을 위해서는 따듯한 
비눗물을 사용하여 스펀지로 문질러 
주시고, 깨끗한 물로 세척해서 얼룩이 
남지 않게 해주세요.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 자연 건조과 되도록 
해주세요. 기계세탁, 세탁기 사용, 
다림질, 표백은 삼가해 주세요. 
차량 선반 등 원단 부분의 변색이나 
플라스틱 부분의 변형을 줄 수 있는 빛과 
열이 있는 곳에 파라솔 또는 레인커버 
등을 두지 마세요.

KO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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