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취급 설명서>

리빙하우스LH600

저희 릿첼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장소에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에 나오는 그림은 조작방법과 구조를 알기 쉽게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설명서도 함께 건네주십시오.
기호 설명
본 취급설명서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꼭 지켜야할 사항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시하였습니다.
각 기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하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물적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

주의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가벼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물적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

사용상의 주의

본 제품은 체중 8kg이하의 소형견이나 고양이용 실내하우스입니다.

경고
본 제품은 체중 8kg이하의 소형견이나 고양이용 실내하우스입니다.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의 지붕에 올라타거나 앉지 마십시오. 상처 또는 제품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에는 형상적으로 뾰족한 부분이 있으므로 조립 또는 취급시에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
유아용 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 위에 물건을 올리지 마십시오.
단차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동할 때에는 제품안에 애완동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지붕을 잡고 이동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난방기 등의 열풍방출구나 화기 부근에는 두지 마십시오. 변형이나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부딪히는 등 난폭한 취급은 사고나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삼가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을 세척할 때에는 중성세제를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희석하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로 닦아 주십시오.
또, 뜨거운 물을 끼얹거나 하지마십시오.
신나, 벤젠, 알코올 등의 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크레졸이나 그 외의 소독액은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솔 또는 분말세제 등으로 닦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척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그늘에서 건조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안에 설치가능한 애완용 히터 사이즈는 34cm×46cm이하입니다.(연결부 제외)
옥외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붕으로 빗물이 샐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이 설치장소에서 미끄러지는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품 사양
제품사이즈: 가로61×세로50×높이53(cm)
재질:본체
고무받침
나사(Φ4×16㎜)

: 폴리프로필렌
: TPE수지
: 스테인레스 스틸

조립순서

조립하기 전에 +드라이버를 준비하십시오.

조립하기 전에 부품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정면판 1장

뒷면판 1장

지붕 2장

정면판과 뒷면판에 바닥판을 끼워 주십시오.

바닥판 1장

측면판 2장

나사 16개

①에서 조립한 것에 측면판을 끼워주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주의)미리 비워둔 아래구멍을 맞춥니다.

②에서 조립한 것에 양쪽 지붕을 끼워주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주의)지붕은 양쪽을 끼운 후 나사로 고정하여 주십시오.

(주의) 애완용 히터는 사이즈를 확인한 후 시판용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상품의 품질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수입원：주식회사 릿첼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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