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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류
취급설명서	

의자 놓는 법

①   직사광선이나 열·냉난방기의 강풍 등을 직접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자

의 변형, 변색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의자는 바닥이 평평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놓아주십시오. 의자의 변형과 뒤

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바닥이 플로어링이나 다다미인 경우, 바닥에 상처를 낼 위험이 있으므로  

깔개 등을 깔고 사용해 주십시오. 바닥의 상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④   바닥이 쿠션플로어인 경우는 깔개 등을 깔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목재부의 

도료와 바닥간의 반응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 · 점검

①   다리(캐스터), 나사, 경첩, 쇠장식은, 느슨하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견고하게 다시 조여주십시오.  다치거나 

파손, 바닥의 상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스터의 오염은 정기적

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②   해충을 발견한 경우는, 곧바로 살충이나 방충처리를 해 주십시오. 방치하

면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상의 주의

①   의자 위에서 일어서거나, 뛰거나, 발판 대신 사용하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앉지 마십시오. 중심이 흐트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의자를 파손할 위

험이 있습니다. 

②   캐스터(이동용바퀴)가 부착된 경우는 그 위에 서거나, 앉은 채 격하게 움직

이거나 밀며 장난치지 말아 주십시오. 넘어져서 부상을 입거나, 다른 물건

을 망가트릴 수 있습니다.   

③   의자를 이동할 시에는 반드시 모서리를 들어 올려 이동해 주십시오. 쿠션 

등을 잡으면 떨어트려서 바닥에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손으로 단단히 들

어서 떨어트리거나 넘어트리지 않도록 옮겨 주십시오. 

④   접이의자 등의 조작시, 손을 끼이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부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⑤   팔걸이나 등받이 위에 걸터앉거나 타지 마십시오. 특히 캐스터가 부착된 의

자의 경우, 체중을 걸고 일어설 때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⑥   앉은 상태로 의자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의자를 파손하거나, 바닥에 상처를 

내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⑦   앉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보호자의 눈에 닿지 않는 곳

에서 어린이 혼자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⑧   안전을 위해 파손·변형 된 의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수리 및 개조

는 제품의 강도를 낮추므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⑨    회전식 의자는 하기의 사항을 주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회전 쇠장식의 부분이나 의자의 상부, 하부의 틈새에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어린이는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  앉아서 전후로 흔들거나, 필요이상으로 회전시키지 마십시오. 회전시킬 

경우는 의자의 중앙에 앉아,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행하여  

주십시오.

     ㉢ 의자에 부주의하게 기대거나, 손을 짚지 마십시오.

⑩   담뱃불 등을 의자의 좌면 등(천부분)의 위에 떨어트리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손질방법

① 목재부     

•  칠면의 먼지는 부드러운 천 또는 먼지떨이로 가볍게 털어

주십시오. 

    단단한 천으로 먼지가 있는 곳을 문지르면, 자잘한 상처

가 생기므로 오히려 역효과 입니다. 부드러운 천의 마른

걸레질로 충분합니다. 

•  오염이 심한 경우는 희석한 중성세제에 적신 천으로 오

염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천으로 세제를 깨끗이 닦아주

십시오. 그 후에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은 후, 자연건조 

시켜주십시오.

•  세제가 묻은 걸레를 장시간 접촉시킨 채 두면, 변색되거

나, 표면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② 가죽이 씌워진 부분 
•  매일 손질 할 경우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십시

오. 연 2회 정도는 시판의 가죽클리너로 닦고 충분히 건

조시킨 후, 울소재의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오염이 되었을 시, 3~5%로 희석한 중성세제액에 적신 천

으로 오염을 제거하고, 그 후, 물에 적식 천으로 세제를 깨

끗이 닦아 자연건조 하십시오. 그 다음 마른 천으로 닦아주

십시오. 마른 후에는 가죽클리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

다. 오염부위 뿐 아니라 주변도 골고루 닦아주십시오.

•  구두약, 용제(시너·벤젠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비닐제품등을 장시간 포개어 놓은 채로 두면, 변색의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③ 천으로 씌워진 부분
•  매일 손질 할 경우 브러싱이나 청소기로 올과 올 사이의 

먼지를 제거해 주십시오.  

•  커피, 주류 등으로 오염이 되었을 시, 중성세제를 3~5%

정도의 온수로 희석시켜 부드러운 천에 적신 뒤 가볍게 

짜서 표면을 두드리듯 닦아내 주십시오. 그 다음 세제를 

천으로 잘 닦은 후, 자연건조시켜 주십시오. 

•  털이 있는 파일직물은, 파일이 살아나지 않을 수 있으므

로 주의해 주십시오. 

④ 합성피혁   

•  매일 손질 할 경우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

십시오.  

•  오염되었을 경우, 미지근한 희석 중성세제액에 적신 부드

러운 천으로 잘 닦아 낸 뒤, 물에 적신 천으로 세제액을 

잘 닦아내 주십시오.

•  비닐제품 등을 장시간 포개어 놓은 채로 두면, 변색의 원

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⑤ 플라스틱·금속 부분   

•  오염되었을 경우는 3~5%로 희석한 중성세제액에 적신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물에 적식 천으로 세제를 잘 닦아

낸 후,  부드럽고 건조한 천으로 닦고, 자연건조 시켜주십

시오.  

•  금속부는 방수, 윤활류를 얇게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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