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 지침
DuPont™ Corian® 샤워 트레이 및 욕조는 운동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감각 및 인지 장애를 가진 사람(어린이 포함), 필수적인 사
용 지식이 없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안전을 책임지는 성인의 감독하에 샤워 트레이 및 욕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샤워 트레이와 욕조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반드시 실온에서 설치 및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제품(라디오, 헤어 드라이기 등)을 사용하면서, 또는 전자제품 근처에서 샤워 트레이 및 욕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샤워 트레이 및 욕조를 혼자서 사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십시오.
뜨거운 물이 흐르는 곳에 오랫동안 서 있으면 메스꺼움, 어지럼증, 의식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한 후, 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거나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물질을 복용한 후 샤워 트레이와 욕조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개인 안전을 위해, 당사는 샤워 트레이 및 욕조를 40°C 이하의 수온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샤워 트레이 및 욕조의 표면이 젖어 있을 때는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샴푸와 비누, 오일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리 및 유지보수

DuPont™ Corian® 샤워 트레이나 욕조의 표면은 간단하게 비눗물이나 각종 일반 세제로 세척하면 되며, 이로써 침전될 가능성이 있
는 얼룩과 먼지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특히, 젤 또는 크림 타입 세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아세톤, 트라이클로로에틸렌, 강산성 또는 강염기성 물질과 같은 강력한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품질 보증

제품별로 적용되는 보증 가이드라인은 본사 웹사이트(www.corian.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

주의

55°C보다 높은 수온으로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및 그 제휴사(“DuPont”)가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긴 기술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기술자가 본인의 재량 및 위험부담을 바탕으로 사용하도록 의
도되었습니다. 듀폰은 본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절대적인 최신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없으며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용 상태는 듀폰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므로 듀폰은 모든 종류의 소유권 보증, 타인의 저작권이나 특허권 비침해, 상품성, 용도 적합성이나 적절성을 포함하여 정보 또는 그 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암시적 보증이나 보장을
일체 하지 않으며,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또는 유용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양, 설계 또는 설치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이 정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의 사용 및 취급을 책임지는 자는 설계, 제작 또는 설치 방법과 절차에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알맞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양, 설계, 제작 또는 설치 작업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수록된 어떤 내용도 사용 허가나 특허권 침해를 조장하는 근거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듀폰은 본 정보의 사용 또는 사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당사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듀폰은 (i) 본 제품의 사양, 설계, 제작, 설치 또는 다른 제
품과의 결합과 관련된 클레임을 포함한 모든 손해와 (ii) 특수, 직접, 간접 또는 결과적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듀폰은 본 정보와 면책조항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듀폰은 사용자가 본 정
보와 면책조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업데이트 내용이나 변경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본 정보를 지속적으로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일은 이 면책조항과 모든 변경사항, 변경사항 알림
기준의 합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듀폰의 타원형 로고, DuPont™, Endless Evolution, Endless Evolution 로고 및 Corian®은 E. 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 또는 그 계열사의 등록상표이거나 상표 및 저작
권 자료입니다. Corian®은 오직 듀폰에서만 생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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