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깨에 공간이 충분하고 개가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가
슴줄의 사이즈가 알맞은 것이다. 사이즈가 너무 크면 개가 앞발로 
가슴줄을 넘을 수 있다.  올바르지 못한 치수재기나 가슴줄 맞춤
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율리우스K9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의! 사이즈, 가슴줄맞춤, 목줄이 알맞지 않으면 개가 가슴줄이
나 개목걸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가슴띠가 
개의 목을 조인다.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가슴줄이 개를 압박하기 
때문에 개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안전한 목줄매기
IDC® 파워 애견 가슴줄의 목줄은 4가지의 옵션이 있다. 중앙 고리만 
연결하거나  목줄만 매거나 중앙 고리와 목줄을 매거나  둘 중에 하
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MINI, MINI-MINI 사이즈의 IDC® 애견 
가슴줄과  K9애견 가슴줄의 경우 목줄을 찍찍이 테이프로 매거나 
숨길 수 있어 끼일  위험이 최소화된다.
이것은 특히 목줄로 매지 않고 자유롭게 달리는 개들의 경우에 중요
하다.

개가 뒤로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어요?
개가 뒤로 움직여서 가슴줄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애견 가슴줄에서 머리를 빼려고 하면 
목줄을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

주의! 2016년9월1일부터 율리우스-K9® 애견 가슴줄을 파는 모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아래의 
정보를 사진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품설명에 관련된 추가 동영상도 웹샵에서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잘못된 주문과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올바른�치수재기와  애견�가슴줄�착용
IDC® 파워�애견�가슴줄과   K9® 애견�가슴줄�착용

올바른 치수재기
올바른 사이즈의  애견 가슴줄을 사려면  치수재기가 필수다. 사이즈 
0, 1, 2, 3그리고4경우에는 개의 가슴의 둘레를 앞발에서 네 손가락 
정도인 길이에서 측정하면 되고 BABY1그리고 BABY2경우에는 두 
손가락 정도인 길이에서 측정하면 된다.

애견 가슴줄의 착용
애견 가슴줄을 착용할 때 가슴줄과 가슴 아래의 끈을 알맞게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끈이 제대로 묶여 있지 않은 경우 개가 뒤로 벗어
날 수 있고 끈이 세게 묶여 있는 경우 개에게 불편을 주는데 너무 꽉 
끼면 버클이 개의 겨드랑이 밑에 피부에 닿아서 개에게 상처를 입힌
다.

유럽특허청등록번호:
U09 00241, U10 00002, 001632258-0001
402010004256-0003, 402010005060-0006,
402010005060-0007, 402010005060-0008
402010005060-0012, 012040382
402010005060-0012

세척과 보관
기계 세척 불가!
수동 세척 최대 40 °C/105°F.
같은 색깔과 함께 세척하십시오!

주의!
동물을 묶어 놓은 채 절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자외선을 피해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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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우스-K9®은 1997년에�찍찍이�테이프로�묶고 
맞출�수�있는�애견�가슴줄을�발견했다. 가슴줄을�개
의�가슴에�고리를�이용해�묶으면�된다. 최소와�최대
맞춤�사이로�맞춘�가슴줄은�개의�무게보다�몇�배�더 
많이  지탱할  수�있다. 안전하고 편한 사용을 위해 올바른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필수다.

개 등 안쪽에서 가슴줄 밑으로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 때 가슴 아
래의 끈의 폭이  바르게 착용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