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10FT/ 10PI 자동 틸트 알루미늄 정원용 파라솔
ITM. / ART. 1031592
조립 지침
중요: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보관하십시오.

R

미국과 캐나다의 고객 서비스 센터 전화번호: 1-877-730-1583. 고객 서비스 업무 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EST) (영어와 프랑스어 사용).

파라솔 조립하기:
파라솔을 펼치기 전에 살을 부드럽게
잡아당겨 자연스럽게 펼쳐진 위치로 벌립니
다. 아래쪽 폴을 위쪽 폴 하우징에 끼우고 제

주의: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반드시 파라솔을 파라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라솔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솔 베이스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접어서 보관해야 합니다.
파라솔을 모든 종류의 화염원과 열원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잠금 단추

관리 지침:
프레임: 순한 세제와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프레임을
세척하십시오. 연마재나 연마성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폴

캐노피: 순한 비눗물로 세척하십시오.
완전히 헹구고 훤히 트인 곳에 그대로 널어 말리십시오.

중요 정보:
배송 중에 파라솔의 살이 눌려질 수 있습니다.
영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파라솔을 펴기 전에

아래쪽 폴

(그림 1)

이 지침을 읽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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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기울이고 회전하기

파라솔 펼치기

허브
칼라

(그림 2)

(그림 3)

(그림 4)

크랭크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허브가 스톱 링에 이

크랭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파라솔을 기울입니다. 칼라

를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 파라솔이 완전히 펴져 사

(이음 고리)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돌리면 파라솔이 자연스

용할 준비가 됩니다.

럽게 360° 원을 그리며 회전합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멈추
고 칼라를 놓으면 파라솔이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주의: 반드시 파라솔을 완전히 기울이십시오. 반만 기울인 채 놓아둔 경우, 바람이 불면 파라솔이 다시 똑바른 위치로 돌아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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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 접기
파라솔이 완전히 접힐 때까지 크랭크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고정 끈을 사용하여 파라솔 캐노피를 고정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림

(그림 5)

(그림 6)

주의: 파라솔이 접힌 후에도 계속해서 크랭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파라솔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크랭크를 시계 반대 방
향으로 돌려 파라솔을 펼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파라솔이 펼쳐진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파라솔을 위로 유지하는 잠금
장치는 크랭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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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 10 FT / 10 PI 자동 틸트 알루미늄 정원용 파라솔
보증서
ITM. / ART. 1031592
제조업체는 3m / 10ft / 10pi 자동 틸트 알루미늄 정원용 파라솔이 원 재료와 세공에 결함이 없을 것이라는 1 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프레임
프레임의 재료와 세공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1 년간 보증합니다. 부적절한 조립 또는 물과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어 프레임 또는 용접이 손상된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레임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감재
장치가 긁히거나 문질러진 경우를 제외하고, 마감재가 벗겨지거나 갈라지거나 기포가 생긴 경우 1 년간 보증됩니다. 비정상적인 마모로 인해
긁히거나 흠집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노출되어 바랜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패브릭
패브릭의 솔기가 터진 경우 1 년간 보증됩니다. 비바람 또는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액체 등을 엎질러 바래거나 변색된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모든 조작은 설명서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사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고장, 합리적이고 필요한 관리의 소홀로 인한 고장, 자연재해(바람, 허리케인, 토네이도, 폭풍우 등 포함) 등에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후에는 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당사의 제품은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에 따라 제외될 수 없는 보증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귀하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교체 또는 환불 및 기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울러 귀하는
제품의 품질이 용인 가능한 수준에 미달하거나 고장이 중대한 고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급업체:
COSTCO WHOLESALE
CORPORATION
P.O. BOX 34535
SEATTLE, WA 98124-1535
USA
1-800-774-2678
WWW.COSTCO.COM

수입업체 / IMPORTÉ PAR :
COSTCO WHOLESALE
CANADA LTD.*
415 W. HUNT CLUB ROAD
OTTAWA, ONTARIO,
K2E 1C5, CANADA
1-800-463-3783
WWW.COSTCO.CA

* faisant affaire au Québec sous le nom
Les Entrepôts Costco

공급업체:
COSTCO WHOLESALE ICELAND EHF.
KAUPTÚN 3-7, 210 GARDABAER
ICELAND
WWW.COSTCO.IS

Importado por:
Importadora Primex S.A. de C.V.
Blvd. Magnocentro No.4
San Fernando La Herradura
Huixquilucan, Estado de México
C.P.52765
RFC: IPR-930907-S70
(55)-5246-5500
www.costco.com.mx

수입업체:
COSTCO WHOLESALE AUSTRALIA
PTY LTD
17-21 PARRAMATTA ROAD
LIDCOMBE NSW 2141
AUSTRALIA
WWW.COSTCO.COM.AU

수입업체:
COSTCO WHOLESALE UK LTD
/
COSTCO ONLINE UK LTD
HARTSPRING LANE WATFORD,
HERTS
WD25 8JS
UNITED KINGDOM
01923 213113
WWW.COSTCO.CO.UK

수입 및 공급업체:
COSTCO WHOLESALE KOREA, LTD.
40, LLJIK-RO
GWANGMYEONG-SI
GYEONGGI-DO,14347, KOREA
1899-9900
WWW.COSTCO.CO.KR

MA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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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DO POR:
COSTCO WHOLESALE SPAIN,
S.L.U.
POLIGONO EMPRESARIAL
LOS GAVILANES
C/ AGUSTIN DE
BETANCOURT, 17
28096 GETAFE (MADRID)
ESPAÑA
NIF : B86509460
900 111 155
WWW.COSTCO.ES

수입업체:
COSTCO WHOLESALE JAPAN LTD.
3-1-4 LKEGAMI-SHINCHO
KAWASAKI-KU, KAWASAKI-SHI,
KANAGAWA 210-0832 JAPAN
044-281-2600
WWW.COSTCO.CO.JP

DISTRIBUÉ PAR :
COSTCO FRANCE
1, AVENUE DE BRÉHAT
91140 VILLEBON-SUR-YVETTE
(FRANCE)
WWW.COSTCO.FR

수입업체 / 제조 위탁:
COSTCO PRESIDENT TAIWAN, INC.
NO. 656 CHUNG-HWA 5TH ROAD
KAOHSIUNG, TAIWAN
COMPANY TAX ID: 96972798
0800-885-889
WWW.COSTCO.COM.T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