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푹신소파 
조립,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조립,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부속 체크 리스트 

01  본체×1 02  소파•커퍼×1 (별도판매) 

 

 

주의

조립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조립할 시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소파 커버를 사용해 주십시오. 본체에 직접 앉지 마십시오. 

[사용 예]

뉘여서 앉기     

허리부터 목까지를 감싸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합니다.
독서와 TV감상에 최적입니다.    

02  「소파•커버」를 봉투에서 꺼내어 지퍼를 열고, 
01  본체의 방향에 맞춰서 커버를 씌웁니다.

「소파•커버」의 지퍼를 닫으면 완성입니다.

1

2

[조립순서]
부속 체크 리스트로 각 부속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지퍼를 닫을 시 닫을 방향의 모서리에 지퍼를 끌어당

겨 주십시오. 또한 01  본체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01  본체가 지퍼에 끼이면, 01  본체가 파

손되어 비즈가 쏟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세워서 앉기    

원형으로 퍼져 깊게 가라앉아 몸전체를 편안하게 감쌉니다.
낮잠에 적합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 특성상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하좌우의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스트레치 소재를 위로
(부드러운 면)

범포소재 (단단한 면)

스트레치소재
(부드러운 면)

범포소재를 위로 
(단단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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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신소파•조립, 취급설명서

[1] 상품 놓는 방법

•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스토브 등의 난방기구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열원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천이 타거나 변색되거나 내부의 비즈가 무르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습니다.

• 열카페트나 바닥난방 위에서의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기기메이커를 확인 후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종류에 따라서는 열이 고이는 원인으로 고온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퍼의 

손잡이는 반드시 숨겨주십시오. 손잡이를 꺼낸 채 사용하면 바닥에 상처를 낼 위험이 있습니다. 

• 장시간 같은 장소에 방치하면 바닥이나 본체, 벽 등의 사이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진드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통풍이 좋은 장소에 놓아 틈새를 청소해 주십시오.

  

[2] 사용상의 주의

이 상품의 주 내용물은 미립자의 비즈(발포스티로폼)입니다.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상품전

체가 부드럽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 소파 위에 어린이를 눕히지 마십시오. 질식이나 낙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상품 위에서 날거나, 뛰지 마십시오. 또한 앉을 때에 뛰어 타지 마시고, 천천히 앉아주십시오. 중심이 

흐트러져 넘어짐이나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을 가함으로서 파손될 수 있습니

다. 예리한 물건을 상품 근처에 놓거나 얹지 마십시오. 또한 주머니에 펜 등의 끝이 뾰족한 물건을 넣

고 앉지 마십시오. 커버가 파손되어 비즈가 새어나와 주위에 날릴 수 있습니다.

   ◇비즈가 눈이나 코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십시오. 

   ◇비즈를 흡입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위생천의 파손 등으로 인해 비즈가 새어 나왔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 비즈는 정전기를 일으켜 의류나 물건에 부착했을 때 떼어내기가 어려워 집니다. 주위가 물에 젖어도 

문제 없는지 확인하시고, 분무기 등으로 비즈를 가볍게 적셔 천 등으로 닦아내거나, 또는 청소기로 

흡입하여 주십시오.

•깨지는 물건이나 귀중품을 소파 위에 얹지 마십시오. 낙하하여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세탁할 시 비즈를 꺼내거나 본체를 세탁하지 마십시오. 별도의 커버만 떼어서 세탁해 주십시오.   

         

[3] 손질방법

<소파 본체에 대해서>

소파에 땀이나 습기가 부착한 채 방치하지 마시고, 자주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시켜 주십

시오. ※ 본체는 세탁할 수 없습니다.       

<커버의 세탁에 대해서>

•커버는 정기적으로 세탁해 주십시오.

•땀이나 오염된 경우에는 즉시 세탁해 주십시오.

•지퍼를 닫고 세탁해 주십시오.

•표백제나 형광제가 들어간 세제의 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그늘에 매달아서 말려 주십시오.

•텀블러 건조는 피해주십시오.

•짙은 색은 마찰에 의해 색이 물들 수 있습니다. 색이 물든 경우에는 즉시 세탁해 주십시오.

•세탁시에는 충분히 헹구어, 세제가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리미는 한 곳에 정지시키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주십시오.   
   

이 상품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에 앞서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상품의 특징에 대하여     
본품은 몸과의 피트감과 스트레치백 성질을 높이기 위해서 신축성이 좋은 폴리에스테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성
이나 천의 강도는 사용시간이 길어 질수록 저하됩니다. 

■ 천•비즈의 주저앉음 (쿠션성의 저하)     
    사용하고 있는 동안 점점 천의 신축성이 저하되어 비즈가 주저 앉습니다.   

■ 니트천에 대하여     
    땀이나 습기가 내부에 고이거나, 피지, 화장품, 핸드크림 등이 부착된 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반드시 전용 커버를 사

용해 오염되면 세탁해 주십시오. 또한, 과한 압력이 가해질 경우 천이 변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주십시오. 무리한 힘
을 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구기간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분의 체중, 사용빈도, 사용법에 따라 다르오나, 다음 사후관
리를 바르게 행해주시면 상품수명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     
     
1. 매일 기대는 면을 바꿔주십시오. 

2. 직사광선에 주의해 주십시오.     
•세탁 후 건조시에는 직사광선(자외선)을 피해 그늘에서 말려주십시오.
•창가 등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 장시간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3. 1주일에 한번은 그늘지고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반나절 정도 놓아두십시오. 

    
     
     
     
         
     
4. 소파를 이동할 때에는 되도록 바닥과의 마찰을 피하도록 들어서 이동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