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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Bon(좋은) + Best(최고의) + Nest(둥지)의 의미를 가진 Bonest Benest는
어미새가 튼튼한 둥지를 만들어 태어난 아기새를 안전히 지켜주는 것처럼
안전에 관한한 특화되어진 자신있는 기술력과 열정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태어난 유아용 카시트 브랜드입니다.

Bonest Benest는 우리 아이가 최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유아용 카시트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Brand Philosophy
안전과 건강, 그 이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음처럼

Bonest Benest는
자동차 사고로부터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평상시 주행 중에도
아이의 건강을 보살펴(caring) 줍니다.

“언제나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Why Bonest Benest?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위한 끝없는 열정

“우리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타협할 수 없는 열정과 연구개발”

Benest Bonest의 안전기술은 테스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Bonest Benest는 자동차 안전시스템 연구소와 아기행동발달 연구소가 공동으로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시스템 연구소는 안전 시스템의 평가 테스트 및 검증을 위한 충격 및 충돌 시험실,
인체 시험용 더미(Dummy), 내구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실험실, 진동 테스트 실험실 등 국제기준의 자동차 성능 평가 설비 및 품질관리 프
로세스를 갖추고 최고의 안전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아기행동발달 연구소는 아기 심리 및 행동, 아기 뇌 활동 , 5감 발달 등 각계의
전문가가 월령별 아기행동발달 상황을 공동으로 연구 발표하며 아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 기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Bonest Benest는 자동차 안전장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구축하여 창조적 품질경영에 앞장 서 왔습니다. 국제기준 품질경영관리시스템
ISO/TS 16949 인증 및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 받은 기술력과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충돌 테스트, 내 마모 테스트,
방염 및 난연 테스트, 환경시험 테스트 등의 엄격한 품질관리 테스트를 통해 최상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Safety Technology

CAPS

미세충격이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Bonest Benest가 개발한 독자적인 CAP System이 우리아이를 안전히 지켜줍니다

Constant Air Protection System
세계 최초로, CAP System이 아이의 미세충격까지 보호합니다

MIPS
MIPS(Micro Impact Protection System)이
주행 시 발생하는 미세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합니다.

SAFS(Smart Air Fitting System)이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올바른 골격형성을 도와줍니다.

SAFS

ESIP

ESIP(Enhanced Side Impact Protection)이
사고 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여 아이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Never Shake Your Baby!
아이의 뇌 무게는 체중의 10% 차지할 정도로 크고 무겁고, 머리를 지탱하는 목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미세한 충격에도 뇌와 두개골이
부딪히면서 뇌출혈이나 망막출혈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도한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뇌의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좌ㆍ우뇌 간의 발달의 균형이 깨져 뇌 발달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6점식 안전벨트 방식을 적용한 Bonest Benest Safety Buckle

1 MIPS

2 SAFS

Micro Impact Protection System
아이가 느끼는 미세한 충격까지도 고려한 Bonest Benest만의 세밀함

Smart Air Fitting System
아이의 올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Bonest Benest의 에어시트

아이의 나쁜 자세가 골격을 변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습관이 되면 척추측만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SAFS 는 육체역학을 고려한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설계로 하단 부 에어시트는
아이의 앉는 면적에 걸리는 신체의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척추가 자연스럽게 S자 커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측면 부 에어시트는 허리와 골반 부위를 아이체형에 맞게 공기압을 조절하여 아이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Bonest Benest의 MIPS (Micro Impact Protection System)

3 ESIP
Enhanced Side Impact Protection
측면충돌에서 아이를 안전히 보호합니다
세계최초로 미세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합니다.
에어시트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압력 발생 지점의 공기를 반대편으로
방출하는 공기순환방식의 설계와 충격흡수 및 완충 기능이 뛰어나 에어백,
자동차 에어범퍼, 의료보조기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TPU Film 으로
제작하여 주행 중 발생하는 미세 충격을 최소화시킵니다.

자동차 사고의 70%를 차지하는 측면 충돌 사고로부터 아이의 머리와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측면 깊이를 유지할 수 있게 W형의 측면 보호날개를 설계하였고, Head Rest는
바디와 동일한 PP소재를 적용하여 측면 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제품 설계단계부터 측면 깊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디 프레임과 일체형의 측면강화
날개를 보강하여 측면 충돌 사고로부터 아이의 머리와 몸을 보호합니다.

Design Concept
아이들에게 친근함과 귀여운 인상을 주는 물개 형상을 모티브로
Design Concept을 연출하였습니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지닌 유선형
의 몸과지느러미 처럼 생긴 발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바디와 4W Balance Ball로 표현되어, 안정적이며 균형감을
가진 카시트로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부드러움과 곡선의 미를 강조한 측면부위는 일반 카시트보다
측면 폭이 깊게 디자인 되어 아이의 안전도 고려하였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감성의 조화”
Color Concept
신생아는 생후 2개월 내지 3개월부터 색채 식별 능력이 생기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발달단계에서는 형태에 비해 색채에 많은 흥미를
갖는 경향을 가집니다.
밝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컬러를 좋아하는 유아 특성에 맞추어
시트커버 컬러를 개발하였습니다.

Air7 7th Sensibility l

어른은 Airbag,
아이는 Air7

Bonest Benest
Air7
세계최초로 개발된 AIR안전시스템을 갖춘 Air7

에어제품군

Air7 GR
Golden rod

Air7 SB
Steel Blue

Air7 SG
Spring Green

오렌지처럼
싱그러운 미소의
우리 아이에게

평화의 마음을
가진 깨끗한
우리 아이에게

자연처럼
꾸밈없는 미소의
우리 아이에게

Air7 VR
Violet Red

Air7 DS
Deep Sky Blue

Air7 HP
Hot Pink

깊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청명한 바다같은
밝고 넓은 마음의
우리 아이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어주는
우리 아이에게

●제품규격 : L480 X W580 X H670 ●제품중량 : 8kg
●커버재질 : 니트 ●적용체중 : 9kg~18kg
●사용연령 : 9개월 ~ 4세 미만

MIPS

SAFS

ESIP

ASB

AHS

Smart
Recline

4W

Air7 7th Sensibility l

Air7

1

Bonest Benest만이 가진 특별한 Air시스템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어제품군

2

SAFS (Smart Air Fitting System)
SAFS (Smart Air Fitting System)는 성장 시기별로 아이의
체형에 맞게 에어시트를 조절하여 주행 중에도 아이의 자세를
바로잡아 올바른 골격형성을 도와줍니다. 아이의 나쁜 자세는
골격을 변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습관이 되면 척추측만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AHS (Advance headrest system)

7th Sensibility

1

MIPS
(Micro Impact
Protection System)

3

ESIP
(Enhanced Side
Impact Protection)

4

SAFS
(Smart Air Fitting System)

7

ESIP (Enhanced Side Impact Protection)
ESIP는 바디 프레임과 일체형의 재질로 측면강화날개를 보강하여
측면충돌사고로부터 아이의 머리 및 상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
해 줍니다.

3

2

AHS (Advance headrest system)
AHS는 5중 보호쿠션 (바디프레임▶에어시트▶커버쿠션▶헤드
프레임▶에어시트)을 채택하여 아이의 머리를 완벽하게 보호하
며, 아이의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보호대 높이를
조절 가능합니다. 헤드프레임은 바디 프레임과 일체형의 재질로
머리보호날개를 강력하게 보강합니다.

ASB
(Advanced
Safety Buckle)

5

Smart Recline
Smart Recline은 카시트를 차량장착 후에도 자유롭게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합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놀라거나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6
5

Smart Recline

6

세계최초, 아이의 머리와 몸 전체를 감싸주는 MIPS는 어른들은
느낄 수 없는 미세 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7th Sensibility 오감을 넘어선 안전을 향한 칠감으로 만든 AIR7의 안전기술

4

MIPS (Micro Impact Protection System)

4W balance ball

4W Balance Ball
4W 밸런스 볼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하 진동이나
좌우 쏠림현상으로부터 카시트 균형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안정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7

ASB (Advanced Safety Buckle)
최고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낙하산이나 F1 레이싱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6점식 안전벨트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6점 분산방식은 사고 시 발생하는 외부충격을 고르게
분산시켜 아이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 시킵니다.

Deluxe l

Bonest Benest
Deluxe

디럭스제품군

상상, 그 이상의 안전과 건강,
Bonest Benest가 지켜드립니다

세계적인 안전기술이 탑재되어진 Bonest Benest Deluxe

Deluxe TM
Tomato

Deluxe LB
Lavender Blue

밝은 햇살같은 따스함을 가진
우리 아이에게

가을하늘처럼 청아한
우리 아이에게

Deluxe LG
Lime Green

Deluxe VP
Vivid Pink

맑고 푸르른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에게

달콤한 미소를 지닌
우리 아이에게

●제품규격 : L480 X W580 X H670 ●제품중량 : 8kg
●커버재질 : 면스판 ●적용체중 : 9kg~18kg
●사용연령 : 9개월 ~ 4세 미만

3STEP
Shoulder

OSSC

ESIP

SMART
Recline

AHS

4W

ASB

Deluxe l
디럭스제품군

Deluxe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Bonest Benest의 7가지 안전장치를 확인하세요

7th Safety

1

ESIP(Enhanced Side Impact Protection)

6

ESIP는 바디 프레임과 일체형의 재질로 측면강화날개를 보강
하여 측면충돌사고로부터 아이의 머리 및 상체를 보다 안전하
게 보호해 줍니다.

Smart Recline
Smart Recline은 카시트를 차량장착 후에도 자유롭게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한다. 등받이 각도 조절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기 때
문에 아이가 놀라거나 아이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를 지켜줄 7가지 안전의 비밀

2

AHS (Advance Headrest System)
AHS는 5중 보호쿠션 (바디프레임▶에어시트▶커버쿠션▶
헤드프레임▶에어시트)을 채택하여 아이의 머리를 완벽하게
보호하며, 아이의 성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보호대 높
이 조절이가능합니다. 헤드프레임은 바디 프레임과 일체형의 재
질로 머리보호날개를 강력하게 보강합니다.

2 AHS (Advance headrest system)

3

4W Balance Ball
4W 밸런스 볼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하 진동이나 좌우
흔들림 현상으로부터 카시트 균형을 바로잡아 줄 뿐만 아니라
안정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7 3 Step Adjust

1 ESIP

Shoulder Belt

(Enhanced Side
Impact Protection)

4

최고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낙하산이나 F1 레이싱 차량에 사용되
고 있는 6점식 안전벨트 방식을 적용, 사고 시 발생하는 외부충
격을 고르게 분산시켜 아이가 받는 충격을 최소화시킬 뿐만 아
니라 성인이 착용해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5 OSSC

4 ASB

(One Stop
Seat Cover)

(Advanced
Safety Buckle)

6 Smart Recline

3 4W balance ball

ASB (Advanced Safety Buckle)

5

OSSC (One Step Seat Cover)
프레임을 감싸는 시트커버 및 쿠션은 어깨 벨트를 빼지 않아도
한 번에 탈부착이 가능하며 시트가 오염되었을 경우 중성세제
를 이용한 물세탁(손세탁)이 용이합니다.

7

3 Step Adjust shoulder belt
아이의 성장과 체형 변화에 맞춰서 어깨벨트 높이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For Children, For Safety

BB Lab (Baby Behavior Laboratory) Story
아이들을 위한 관찰, 아기행동발달 연구소 BB LAB의 설립 스토리
삼송 안전시스템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홍길표 씨는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평소 집 안에서 유아용 카시트에 앉는 것도 즐거워했던 아이들이 차 안에서는
유아용 카시트에 앉는 것을 심하게 거부하고 주행 중에 자주 울음을 터트리곤 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Driving with Samsong,
Driving with Safety

억지로 카시트에 앉히지만 운전하는 내내 불안감만 쌓이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과 관찰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수유 준비를 위해
Dashboard 위에 올려놓은 젖병 속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 주행 중에 어른이 느낄 수 없는
미세충격이 아이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 홍길표 연구원은 사고 시 발생
하는 외부 충격뿐 만 아니라 주행 중 나타나는 미세충격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카시트를
개발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장치 전문가, 아기행동연구자문위원, 소비자자문단으로 구성되어진
아기행동발달 연구소 (Baby Behavior Laboratory)를 탄생시켰다.

SAMSONG INDUSTRIES, LTD.
“고객의 생명을 살리는 기업”삼송은 자동차용 에어백, 시트벨트, 어린이 보호 장치(카시트), 벨트 프리텐셔너 등의 자동차 안전장치를 현대자동차, GM모터스,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기아모터스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서비스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자동차 사고재현 프로그램 ㆍ승객거동해석
프로그램의 자동차 사고 3D 시뮬레이션 분석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자동차 안전부문 전문기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