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식의자	
조립,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조립하여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사용방법]

●리클라이닝은 6단계로 되어 있으므로 ①②③④⑤⑥의 취향에 따라 사용하여 주십시오.

●[딸깍] 하는 소리가 난 곳에서 정지시키면 고정됩니다.      

●수평으로 돌리는 방법 : 뒤쪽 부분을 90도 이상 전방으로 누르면 잠금이 해제 됩니다.

●밑쪽에 지퍼가 부착된 쪽이 앉는 부분이 됩니다.	 	 	 	 	 	

[주의사항]

●본 상품은 제조공정에 의해 일부 우레탄 변색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본 상품은 작은 우레탄폼 칩이 원료로 성형된 상품으로, 사용 시 작은 우레탄 부착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레탄폼 칩은 푸른색이 기본이지만 일부 흰색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레탄폼 칩 특징상, 장시간 방치해 두면 노란색으로 변색되지만 사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상품 개봉시에 우레탄 제품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 과정에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만일 냄새가 날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통풍이 좋은 장소에서 말린 후 사용해 주십시오.

●본 상품의 안쪽커버에는 지퍼가 부착되어 있으나 이것은 안쪽 내용물을 넣기 위한 것이므로 열지 말아 주십시오.

●안쪽 커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안쪽 커버는 세탁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 충격을 주며 앉지 말아 주십시오.    

● 등받이의 끝부분에 심한 하중을 주게 되면 기어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 다다미•나무로 된 마룻바닥 등에 사용 시 카페트 등을 깔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바닥에 흠집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 등받이에 올라 타지 말아 주십시오. 넘어짐이나 파손으로 인한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 상품을 끌지 말아 주십시오.     

    바닥에 흠집이 나는 원인이 됩니다.    

●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나 화기 부근에서는 사용을 피하여 주십시오. 

    변형, 변색,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좌식 의자의 등부분과 좌면 사이에는 기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하였을때 그 위에 서거나 , 밟거나 하면 생각치 못한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에게는 주의하여 주십시오.

규격 : 가로 570mmⅹ길이 1020mmⅹ높이 100

구조재 : 금속 (동)

외장재 : 폴리에스터 100%

쿠션재 :  우레탄폼

취급상의 주의

• 직사광선 등의 열은 피해 주십시오.

• 커버를 벗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커버를 세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조원 : MUJI KOREA

고객상담실 : 02-2632-8470

의자류 표기사항

  기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퍼(좌면)

안쪽커버

※	별매의	전용커버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안쪽	커버를	
				분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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