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설치 방법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읽고 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주의! 지키지 않았을 경우 탑승 시 사용자가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애완용 자전거 안장 ‘버디라이더’ (Buddyrider)를 자전거에 장착함으로써 사용자는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설치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으며 자전거에 애완동물을 

태울 시 있을 수 있는 고유의 위험성을 수반함을 이해합니다.  

본 제품은 자전거 조작에 숙련된 성인만이 애완동물의 이동을 위한 제품입니다.  

 
 

설치 설명서 

 

1. 버디라이더 안장 부분의 플랫폼을 들어 올린 후 가운데 지지대를 세운 후, 

나사와 와샤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그림 1. 참고) 

2. 금속 지지대에 장착된 나사와 와샤 4 개를 분리한 후 안장 바로 밑에 위치시킨 

후 나사를 조여 다시 싯포스트에 고정합니다. 이때, 최소 싯포스트 길이 약 

4.5cm 를 확보할 수 있어야 장착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안장 바로 아래에 

고정하셔야 자전거를 더욱 편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3. 핸들바에 간섭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앞으로 버디라이더 안장 부분을 

위치시킵니다.  

4. 위치시킨 상태에서 시트 뒤 끝 부분의 위치를 금속 지지대에 연필로 표시합니다.  

5. 고정 핀을 이용하여 금속 지지대 리시버와 금속 지지대를 분리합니다. 

6. 자전거 위에서 금속 지지대와 버디라이더 안장 부분을 위치했던 것처럼 바닥 

위에서 버디라이더 안장 부분을 금속 지지대에 위치한 후 뒤집습니다.  

7. 4 번에서 표시했던 연필 표시를 기준으로 안장 하단의 나사 구멍과 금속 

지지대의 구멍이 일치하도록 위치한 후 나사와 와셔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합니다. 

 

 1 번~7 번은 다른 크기의 자전거에 버디라이더를 장착하시지 않는 한 반복 하여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크기의 자전거에 이동시켜 장착하실 경우에는 

안장 아래 4 개 구멍의 위치를 바꿔 다른 자전거의 길이에 맞춰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8. 결합이 완성된 버디라이더 안장 부분과 금속 지지대를 싯포스트에 고정된 

리시버에 얹고 고정 핀을 삽입하여 결합합니다. 이때 링 부분을 접어 단단히 고정합니다.  

 



안전벨트 설치 방법 (먼저 좌측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애완동물이 버디라이더에 탑승할 때는 항시 

장착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1. 버디라이더에 애완동물의 엉덩이가 

뒤부분에 닿게 착석합니다.  

2. 후방 버클을 애완동물의 어깨 위치에 

채운 후, 좌우의 끈의 길이를 같게 조절합니다.  

3. 전방 버클은 목줄의 위치에 채워서 

좌우의 끈의 길이를 맞게 조절합니다.   

4. 애완동물이 버디라이더에 착석할 경우 앞 

다리는 플랫폼 위에 놓아 반 정도 앉은 모양을 

하거나 안장 위에 두 다리를 얹어 앉은 채로 탈 

수 있습니다.   

 

 

 

 

 

 

아동용 카시트와 마찬가지로 버디라이더의 안전벨트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제한하여 

애완동물을 안전한 자세로 유지한 상태로 탑승하게 설계되어있습니다.  

 

 사용 전 항상 버디라이더가 온전히 자전거에 장착되었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느슨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하십시오.  

 애완동물을 자전거 위로 옮길 때 무게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앉히거나 내릴 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고 내릴 때는 차 

혹은 애완동물의 주위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 공간에서 하셔야 합니다.  

 버디라이더의 첫 탑승 시 탑승할 시간은 짧고 안전하고 요철이 없는 평지에서 

조심스럽게 소개해 주세요.  

 자전거 탑승 시간은 사람과 애완동물 둘 다 익숙해질 때까지 점차 시간을 늘려서 

타셔야 합니다.  

 절대 애완동물을 버디라이더에 탑승 시킨채로 버려둬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게 

중심이 위쪽에 있어 자전거가 쓰러져서 애완동물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애완동물의 주위가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훈련 시켜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행 시 교통 법규를 지키고 다른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합니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 보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doggy365@naver.com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즐겁고 안전한 주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mailto:doggy36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