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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양품㈜

상품에 관한 문의는 구매하신 매장 또는
아래의 고객상담실로 연락 주십시오.  

보관용

가로세로로연결되는이동식
받침대

취급설명서
본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 전에 본 서를 잘 읽으셔서 내용을 이해하신
후,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또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소중하게
보관하여 주십시오. 

관리 방법
●물에 희석한 중성세제를 적신 천으로 오염을

닦아내고 물을 적신 천으로 세제성분을 잘
닦아내어 주십시오. 그 후,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캐스터의 나사가 느슨하다면, 공구로 고쳐
조여주십시오. 

제 품 명

제 품 치 수

바 퀴

제 품 중 량

최 대 하 중

재 질

원 산 국

가로세로로연결되는

이동식받침대

약 폭 275x 길이410x 
높이 75mm

Φ50mm

약 1.2kg

80kg

본 체 : 폴리프로필렌
바 퀴 :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일본

중요한알림(안전상주의) 이곳에표시된경고ㆍ주의사항은사용자와타인에대한위해와손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

반드시지켜주십시오.

경고 주의

금지

금지

실행

●영유아를 재우거나, 앉히거나 놀게하지 마십시오. 
바닥으로 낙하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시야 밖에서 어린이 혼자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린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충분한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사람 또는 동물이 타거나, 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균형이 무너져 전도되거나, 상품 파손에 의한
부상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물건 또는 중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물건은 올리지 마십시오. 균형이 무너져 전도
되거나, 파손에 의한 부상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시키거나, 방향전환을 할 때 이동식 받침대의 밑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끼이거나,
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및 옥외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색 및 변형, 열화의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전기제품의 전원 코드를 밟지 마십시오. 코드가 파손
되어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하중 80kg를 넘는 것은 올리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트리는 등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스토브, 조리용 가전제품, 가열된 냄비 및 주전자 등의
화기 또는 열원의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색 및 변형, 열화의 원인이 됩니다.

●지정수(최대4대)를 넘어 쌓지 마십시오.
무너짐에 의한 부상을 입거나 본체가 부서지는
원인이 됩니다.

●원래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및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파손, 변형, 변색, 백화, 갈라짐 등이 생긴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상하지 못한 부상을 입는 원인이 됩니다.

●전원이 들어간 상태의 전기제품을 이동식 받침대에
올린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리 및 개조 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강도가 약해져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식 받침대를 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닥의 재질 등에 따라서는 바퀴자국이 남거나, 이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동식 받침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끼리
단단히 연결 되었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사용 방법

●세로 또는 가로 연결 방법

변칙적인 연결은
하지 마십시오. 

최대 4대 까지 가능

●보관 시 쌓는 방법

최대 9 ( 3 X 3)대 까지 가능

5단 이상 쌓지
마십시오. 

볼록한 부분

오목한 부분

이동식 받침대를 쌓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쌓는 이동식 받침대의 방향을 90° 회전시키고, 뒷면 4곳의 볼록한
부분을 아래의 이동식 받침대의 오목한 부분에 쌓아 주십시오. 

거주지역 지자체의규칙에따라폐기하
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