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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테이블 류
취급설명서 

데스크·테이블 놓는 방법

①  직사광선이나 열·냉난방기의 강풍 등이 직접 닿지 않게 해주십시오.

②  고온다습한 방에서의 사용은 피해주십시오. 공기가 정체하면 곰팡이

나 진드기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서랍 등 내부의 환기를 해주십시오.

③   테이블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놓아주십시오.

    테이블의 변형과 뒤틀림의 원인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④  바닥이 플로어링이나 다다미일 경우는 깔개 등을 깔고 사용하여 주십

시오.

⑤  바닥이 쿠션플로어의 경우는 깔개 등을 깔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목

재부의 도료와 바닥간의 반응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 · 점검

①  다리(캐스터), 나사, 경첩, 금구류는 느슨하거나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

해 느슨해지기 시작하면 견고하게 다시 조여주십시오. 

   또한, 캐스터의 오염은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다치거나 파손, 바닥의 상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②  해충을 발견한 경우는 곧바로 살충이나 방충처리를 해주십시오. 방치

하면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손질 방법

① 목재부 

• 도장면의 먼지는 부드러운 천 또는 먼지털이로 가볍게 털어주십시오. 

단단한 천으로 먼지가 있는 곳을 문지르면 자잘한 상처가 생기므로 오

히려 역효과 입니다.

   부드러운 천으로 마른걸레질을 해주십시오.

• 오염이 심한 경우는, 희석한 중성세제를 묻힌 천으로 오염을 제거하

고, 물에 적신 천으로 세제를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그 후에 마른 수

건으로 가볍게 닦은 후, 자연건조 시켜주십시오.

• 세제가 묻은 천을 장시간 접촉시킨 채 두면, 변색되거나, 표면이 벗겨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② 석재 · 유리 · 금속부
• 매일 손질 할 경우 부드러운 천으로 마른걸레질 해주십시오

•  오염이 심할 경우는, 3~5%로 희석한 중성세제액을 묻힌 천으로 오염

을 제거하고, 물에 적신 천으로 세제를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그 후에 

마른 수건으로 가볍게 닦은 후, 자연건조 시켜주십시오. 

•  금속부는 방수, 윤활류를 얇게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

시오. 

사용상의 주의

①  테이블 위에 일어서거나, 뛰거나, 발판 대신 사용하

거나, 걸터앉지 마십시오. 중심이 흐트러지면 넘어

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스터가 붙어

있는 경우는 어린이가 밀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주

의해 주십시오. 다치거나 파손 될 위험이 있습니다.

②  서랍 위에 올라가거나, 매달리거나, 무리한 힘으로 

당기지 마십시오. 떨어져서, 다치거나 파손 될 위험

이 있습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쓰러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서랍이 붙어있는 경우, 많이 잡아 꺼내면, 본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③  목재의 접착제 등(포름알데히드)이 남아있는 가구

는 피부가 약한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환기를 충분히 시켜 포름알데히드를 제

거하도록 해주십시오.

④  소파를 이동하는 경우는, 쿠션 등 탈부착이 가능한 

부위를 떼어낸 후 옮겨주십시오.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앉는 부분의 아래에 양손을 

걸고, 어른 두명 이상이 바닥에 끌리지 않도록 들어

올려 옮겨주십시오. 다치거나 파손, 바닥의 상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⑤  가동부분이 있는 테이블은 손가락이나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⑥  합판이나 천연목을 사용한 상판 등에 직접 뜨거운 

것이나 젖은 것을 놓거나, 비닐 등으로 장시간 감싸

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천연목이 휘거나 합판의 도

료가 변색되거나, 벗겨질 수 있습니다. 

⑦  테이블 위에 재떨이나 식기 등, 바닥이 매끄럽지 않

은 물건을 직접 놓고 끌거나 하면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⑧  유리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함부로 다루지 마십

시오.

    유리가 깨져 다칠 수 있습니다. 

⑨  인화성이 강한 약품, 벤젠, 접착제 등은 서랍이나 

선반에 놓지 마십시오. 화재나 악취의 원인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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