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의 공동체 교육  
 

 Rev. 6/07 
 (NPG) 
CE484 

[KOREAN] 
© 2004, 2007 Children’s Hospital and Regional Medical Center, Seattle, Washington. All rights reserved. 

아동용 보조 의자 

 
아동용 보조 의자란? 
아동용 보조 의자는 벨트가 달려 있지 않은 

카시트입니다. 아이의 앉은 위치를 높여주어 무릎과 
어깨 벨트가 아이의 몸에 알맞게 착용되도록 합니다. 
카시트를 사용할 나이는 지났지만 어른들이 사용하는 
안전벨트를 사용하기에는 아직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보조 의자를 사용합니다. 몸에 알맞게 착용되지 아니한 
안전벨트는 충돌 시에 아이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아동용 보조 의자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키가 

4피트 9인치 (57인치) 이하인 어린이들은 차량 탑승 
시 아동용 보조 의자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가능한 한 언제든지 뒷좌석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보조 의자는 절대 무릎 벨트만으로 고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보조 의자는 반드시 무릎 벨트와 어깨 
벨트 두 개 모두를 이용하여 고정되어야 합니다. 

 
뒷좌석에 무릎 벨트만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래의 방법들 중 한 방법을 이용하십시오: 

• 보조 의자를 무릎 벨트와 어깨 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앞 좌석에서 이용하십시오. 아이가 
대쉬보드로부터 멀리 떨어져 위치할 수 있도록 앞 
좌석을 최대한 뒤쪽으로 밀치십시오. 

• 앞 좌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을 경우, 절대 앞 
좌석에 아이를 앉히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무릎 벨트만을 이용해야 할 경우, 
벨트를 최대한 아래쪽에 위치시키면서 아이의 
엉덩이 둘레에 꽉 조이도록 하십시오. 

• 이외의 방법들에 관한 문의는 안전 장구 연합 
(Safety Restraint Coalition)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425) 828-8975, (800) 282-5587 (800-BUCK-L-
UP) 
 

보조 의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보조 의자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 등받이가 없는 보조 
의자는 뒷좌석에 
머리받이(헤드레스트)가 
있거나 좌석 등받이의 
높이가 보조 의자에 앉은 
아이의 귀보다 높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등받이가 있는 보조 의자는 
머리받이의 유무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없는 보조 의자 

보다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 보조 의자 연합 웹 사이트(www.boosterseat.org)를 방문하십시오. 
• 안전 장구 연합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5) 828-8975 
- (800) 282-5587 (800-BUCK-L-UP) 
- www.800bucklup.org 

요청하시면 다른 형식으로도 이 정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마케팅 홍보부의 (206) 987-
520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이 배부자료는 아동 병원 (Children’s Hospital)의 의료진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아동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거나 이 정보에 의존하시기 앞서, 
귀 자녀의 보건 의료 제공자와 상답하십시오. 

등받이 있는 보조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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