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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는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안전

을 위해 좌석에 설치하는 의자를이다. 베이비 시트, 

차일드 시트, 부스터 시트 등이 포함된다. 여러 실험 

결과 카시트 없이 어린이를 뒷좌석에 태운 경우, 앞

좌석 등받이에 부딪혀 입는 상해가 머리는 10배, 가

슴은 2배 이상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1~2세용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 71%, 3~6세용 및 7~12세용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

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짧은 거리를 저속으로 운

행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아이는 카시트에 제대로 태

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 카시트

● 0-2세 바구니형 카시트

신생아 시기는 뼈

가 연약하기 때문에 

목과 허리 등을 단

단히 고정해 줄 수 

있는 바구니형 카

시트를 장착해야 한

다. 특히 만 1세 미

만 신생아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

기 때문에 카시트를 정방형이 아닌 후방으로, 조수

석이 아닌 뒷자리에 설치해야 한다.

● 3-6세 컨버터블 카시트

신생아 시기를 지나고 아이의 몸이 많이 자란 시

기에는 카시트 교체가 필요하다. 아이가 스스로 앉

을 수 있는 시기부터는 앉은 각도, 벨트, 헤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컨버터블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컨버터블 카시트의 경우 전방을 향해 설치해도 되

지만, 신생아 시기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설치는 권장되지 않

는다.

캘리포니아의 경

우 체중 20파운드 

이하의 아동은 반

드시 뒷좌석에 후

면 방향으로 앉혀

야 하며 13세 이하는 앞좌석에 탑승할 수 없다.

● 7-12세 부스터 카시트

6세 이후엔 아이

의 앉는 위치를 높

여 성인용 안전띠

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부

스터 시트’형태를 

쓰게 된다. 안전띠

가 목에 걸리는 등 

잘못된 위치로 인

해 부상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개 신장이 

140cm 이상이면 성인용 안전띠를 그냥 쓸 수 있다

고 하지만 12~13세까진 카시트를 사용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8세가 되지 않았더라

도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이면 부스터 없이 성인용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다.

■ 차일드락 & 윈도우락

차에 타면 이것저것 눌러보느라 정신이 없는 아이

들! 이때 함부로 문을 열거나 창문을 열면 위험한 상

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

기 위해 준비된 기능들이 있으니 바로 차일드락 & 

윈도우락 기능이다. 이 기능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 차일드락 & 윈도우락은 옵션이 아닌 

모든 차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다.

● 차일드락

차일드락은 아이들이 자동차 문을 여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능은 안전을 위해 수

동 제어하도록 되어 있다. 차일드락 버튼의 경우 대

부분 차량은 뒷문을 열고 옆면을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차일드락 설정 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양쪽 문에 차일드락을 걸지 

않는 것이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차일드락을 양쪽 

문에 모두 걸게 되면 탈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

기 때문이다. 

● 윈도우락

윈도우락은 차일드락에 비해 대부분의 운전자들

이 잘 알고 있는 기능이다. 말 그대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한다. 윈도우락의 경우 보

통 운전석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버튼을 누르면 운

전자 외에는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없다. 

● 후석 승객 알림

종종 뉴스를 통해 차에 홀로 남겨진 아이와 관련

한 사고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 체구가 

작아 타고 내리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놓

치기 쉬운데, 이처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 후석 승객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옵션으로 적용되는 추세이다. 

후석 승객 알림이란 운전자 하차 시 아이의 자동

차 탑승 여부를 감지하여 경보음과 메시지를 발송

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만일 운전자가 하차

한 뒤 뒷좌석에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외부 알림 

및 개인 메시지로 알림이 전송된다. 아이가 있는 운

전자라면 옵션 적용을 고려해봄직하다.

우리 아이를 위한 차량 안전장치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