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DER MALTTY2
Make Way! We’re Strolling
Rider MALTTY2 for pets tea cup to small

UPTO
20KG



라이더 몰티2 애견 유모차 설명서

• 사용 권장 무게 : ~20kg
• 제품 사이즈
펼침 사이즈 : 98 x 65 x 47cm
접힘 사이즈 : 70 x 46 x 25cm
패키지 사이즈 : 41 x 20 x 67cm

• 소재 : 스테인리스 스틸, 폴리에스터
• 제품무게 : 4.9kg
• 원산지 : 중국

①  핸들바
②  캐노피
③  통풍창
④  방수매트 (내부)
⑤  바퀴
⑥  폴딩버튼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반드시 설명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용 중 참고할 수 있도록 보관해 주십시오

경고 ·  이 제품은 애완동물을 위한 유모차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본 제품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을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디두기 라이더 몰티2 애견 유모차 조립 및 사용 방법

2
뒷바퀴 양쪽 브레이크(C)를 아래로 내려 고정 또는 위로 올려 해제 하세요
*  안전을 위해 주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브레이크를 고정해 주세요

애완동물이 유모차 안에 있을 때에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세요

브레이크 사용법

6
유모차를 접을 때에는 그림과 같이 핸들바 중앙의 안전버튼(D)과 폴딩버튼(E)을 동시에
누르면서 앞으로 밀듯 내리며 접어 주세요
*  유모차를 접은 후에는 측면의 락(F)고리가 프레임에 걸렸는지 확인해 주세요

유모차가 완전히 접히면 락 고리가 자연스럽게 잠깁니다

유모차 접는 방법
3

캐노피를 핸들바 방향으로 밀어 열거나 아래로 내려 닫을 수 있습니다
*  캐노피 전면은 통풍창이 있어 닫아도 답답하지 않으며,

상단은 일반 패브릭으로 UV를 차단해 줍니다

캐노피 사용방법

4
유모차를 펼 때에는 측면의 락(F) 고리를 풀고 유모차가
완전히 펴질 때까지 들어올려 펼쳐 주세요
*  유모차를 펼 때 딸깍 소리와 함께 프레임이

완전히 펴졌는지 확인하신 후 사용하세요

유모차 펴는 방법

1
앞 바퀴 조립 시 그림과 같이 바퀴(B)를 프레임(A)에 ‘딸칵’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주세요 바퀴 장착 후 유모차를 가볍게 앞뒤로 밀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해 주세요

뒷바퀴 조립 시 본체 프레임 조립부의 핀을 누르며 뒷바퀴를 끼워주세요

앞바퀴 조립 방법

뒷바퀴 조립방법

5
배시넷은 시트 가장자리의 스냅을 풀어 분리할 수 있으며 패브릭만 분리 후 손세탁 가능합니다
*  애완동물이 유모차를 이용할 때에는 애완동물 하네스와 유모차의 안전고리를 연결해 주세요

배시넷 분리 방법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따라 주십시오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본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고 나 부상 방지를 위해 설명서와 경고글을 읽어주세요
1. 사용 시 애완동물 하네스가 유모차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애완동물을 유모차 안에 오래 두지 마시고 혼자 두지 마십시오
3. 가파른 경사에서는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4. 유모차 폴딩 시 손발가락의 끼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유모차를 접을 때에는 반드시 애완동물을 꺼낸 상태에서 접으십시오
6. 무거운 물품이나 싣거나 사람을 태우지 마십시오
7. 유모차 손잡이에 무거운 짐이나 가방을 걸지 마십시오
8. 유모차를 경사로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9. 주행 중에는 안전을 위해 덮개를 덮고 사용하십시오
10. 사용 전 반드시 제품 부식이나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11. 비포장 도로, 눈길, 빗길에서 브레이크 제동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정지된 후에도 
타이어가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  애완 동물의 승하차 시에는 아래 3가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탑승 중일 때 브레이크가 잠겨있다 하더라도 가파른 경사에서는 브레이크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 접을 때 애완 동물이 끼일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3. 유모차에 시트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기타 주의 사항
1. 애완동물의 예기치 않은 행동으로 인한 부상과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제품을 과격하게 사용하거나 보관할 경우 손상되거나 부품이 빨리 마모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3. 부적절한 수리 및 개조,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제품은 직사광선에 의해 변색될 수 있으니 직사광선이 없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5. 비가 오는 날씨에는 제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6. 제품을 화기, 전기 불꽃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7. 불결한 상태로 보관할 경우 벼룩과 진드기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결하게 유지하고 청소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유모차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면 제품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유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9. 유모차와 액세서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및 마모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 금속 부품 모양이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11. 플라스틱, 금속부품은 마른 수건으로 오염 부분을 닦아 주십시오  
12. 연마재, 솔벤트, 암모니아 또는 표백제 같은 세척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13. 후드 및 시트는 깨끗한 천을 이용해 부드럽게 닦은 후 완전 건조시켜 주십시오 
14. 시트나 바구니를 포함해 세탁기 또는 건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5. 바퀴는 소모성 부품이므로 마모 시 교체해야 합니다 
16. 바퀴나 프레임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시고 문제가 의심될 경우 지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17. buddyduggy에서 공급하거나 권장하는 정식 부품만 사용하십시오 
18. 바퀴 등 구동부에서 소리가 나면 WD-40스프레이나 실리콘 윤활제를 적당히 사용하십시오
오일이나 그리스가 첨가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19. 정기적인 점검은 유모차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이 제품은 무게가 20KG 미만인 애완 (강아지 및 고양이) 동물을 위한 유모차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 애견 행동 차이와 개별적인 차이로 인해 무게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WARRANTY
품질보증

Buddyduggy 라이더는 애완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스엔코가 만든 브랜드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품질 보증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스엔코 홈페이지www.skytofamily.com에서 A/S 접수해 주시고, 더불어 소비자 보호
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정품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또는 사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Y Enterprise Korea Co.,Ltd
㈜ 스엔코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B동 2401호
B-2401, Woolim Blue9, 583, Yangcheon-ro, Gangseo-Gu, Seoul, 07547
www.skytofamily.com / 02-2093-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