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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유지  보수

1. 베이스, 프레임, 암패드:
따뜻한 물에 중성세제를 풀고 부드러운 
천으로 적셔서 표면을 닦습니다. 

완전히 청소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면서 말립니다.

용제나 연마성 주방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Herman Miller Aeron 의자는 정기적인 관리와
유지 보수를 통해 수년간 뛰어난 성능과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Herman Miller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도록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청소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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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Z PELLICLE® 서스펜션 소재:
업홀스터리 부착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진공 
청소기로 패브릭을 청소 합니다.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면 먼지를 빨아들이고 
전문업체 청소의 필요 성을 줄여줍니다.

패브릭을 솔질하거나 회전식 브러시를 통한 진공 
흡착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솔질을 하면 영구적으로 잔털이 손상되거나 
패브릭의 특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3. 부분 청소:
부드러운 흡수성 천으로 얼룩을 즉시 빨아들입니다.

얼룩이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얼룩이 침착될 수 있습니다.

얼룩이 패브릭에 오래 남아 있을수록 제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4. 커피, 청량음료, 과일 주스 또는 우유 등의 수성 얼룩: 
물에 적신 깨끗한 천이나 스폰지에 수성 세제 (패브릭 
청소 전용) 또는 순 한 (알칼리성) 따뜻한 비눗물 (비누 
함유가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함) 을 묻 혀 사용합니다.  

세제로 거품이 나게 합니다.

나머지 용액을 모두 적신 후 찬물에 담근 깨끗한 천이나 
스폰지를 사용하. 여 잔여물을 모두 제거합니다.

뜨거운 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얼룩이 남게 
됩니다.

문지르지 마십시오.

6. 넓은 부분:
넓은 부분이 오염된 경우, 전문 청소업체에 문의하십시오. 

5. 립스틱,  그리스 또는 샐러드 드레싱 등의 유성 얼룩: 
물에 적신 깨끗한 천이나 스폰지에 드라이클리닝 세제를 
묻혀 사용합니다.

먼저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 세제를 테스트합니다.

패브릭이나 패브릭의 염료에서 얼룩, 퍼짐 또는 손상이 
없으면, 오염된 부 분에 빠르고 가볍게 세제를 톡톡 
묻힙니다.

얼룩의 바깥쪽에서 시작하여 가운데로 묻히면서,   
패브릭이 과도하게 젖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K2R 도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체 지침은 제품 
레이블을 참조하십시오.

패브릭에 물이나 액체 세제를 지나치게 많이 묻히지 
마십시오.

액체 세제로 지나치게 패브릭을 적시면 소재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패브릭의 잔털이 손상되거나 섬유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가볍게 문지르는 것이 강하게 한 번 문지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머지 용액을 모두 적신 후 찬물에 담근 다른 깨끗한 
천이나 스폰지를 사 용하여 잔여물을 모두 제거합니다.

패브릭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사용 전에 진공 청소기로 
적절히 청소합니다.

얼룩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문 청소업체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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