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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손․망실 점검 안내 및 차감 금액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카시트 무상대여 사업관련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2010. 8. 18 시행). 이에 반납 시 손․망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부의 명칭

※ 대여연도 제품별 품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각 품목별 보증금 차감 금액
표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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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기준 안내

구 분 점검사항 예 시

분실

○ 어깨벨트, 벨트고리, 헤드, 방석 세트클립 등의

품목 반납 여부

※ 작은 부속품의 경우 배송 중 물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트

클립은 벨트에 반드시 끼워 보내주세요.

* 아래

보증금 차감 기준

품목 참조

오염

○ 이물질로 인한 부식

: 분유, 과자 등의 음식물로 인한 부식

○ 찌든 때 오염

: 곰팡이 등 세탁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찌든

때의 경우 손실로 처리

○ 유성 매직 등의 지워지지 않는 낙서

※ 일차적으로 세탁 후 물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뜯김
○ 봉제물 일부의 뜯어진 손상

: 5mm이내의 것도 포함

파손
○ 부품 파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몸체 파손

포장

○ 비닐포장, 카시트 몸체의 1/2박스포장 후

비닐 또는 신문지로 덮는 경우

※ 대여 받을 당시의 박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 2개의 박스를 이어 붙여서라도 반드시 박스 포장을 해주셔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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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 된 카시트는 재대여 여부를 기준으로 점검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 지워지지 않는 찌든 때의 경우에도 손․망실 부분으로 처리 됩니다.

○ 빠진 물품이 없도록 잘 챙겨 보내주세요. 특히 벨트커버와 세트클립의 분실

도가 높습니다.

○ 부속품을 빠뜨리고 반납 하신 뒤 빠뜨린 부속품을 다시 보내주실 경우

1. 물품 수거기간동안에 신청 재접수 후 물품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메일 : webmaster@childsafe.or.kr 신청)

2. 물품을 보내실 때 발생되는 배송비용은 반납자 부담입니다.

3. 신청기간과 물품 수거기간에 접수 된 건이라면 반납된 물품 금액만큼 환불처

리 해드립니다.

4. 3번 관련 이미 보증금이 환불처리가 된 상황이라면 은행 수수료 발생 시 비용은

반납자 부담입니다.

5. 신청기간과 물품 수거기간외의 기간 동안 일방적으로 반납하시는 부속품에 대해

서는 보증금 차액이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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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시트 품목별 보증금 차감 금액표
(www.babyseat.net)                  2009년 기준

품 목 이미지 차감 금액(원) 비 고

어깨벨트 10,000

벨트고리 5,000

헤드(스폰지) 15,000

헤드(커버) 15,000

방석(스폰지) 15,000

방석(커버) 15,000

버클패드 5,000

몸판스펀지 20,000

※ 상단 스치로폼
10,000원

※ 하단 스폰지
10,000원

몸판커버 35,000

어깨패드 5,000

세트클립 6,000
※ 2006년 대여자

비해당 품목

버클SET 6,000 ※ 1개 3,000원

벨트커버 10,000

○ 각 품목별 보증금 차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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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조절레버 15,000

프레스버튼 10,000

벨트잠금레버 10,000

찌든때
찌든 때가 있는

해당 품목
해당 품목 금액 차감 ※ 점검 기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