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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무거운 물건 혹은 가구에 장시간 눌리면 복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건은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제품 오염시 물티슈나 중성세제로 가볍게 닦아주시고 마른걸레로 닦아 건조시켜 주세요.

리무버, 페브리즈, 신나, 왁스, 아세톤, 물파스 등의 휘발성 제품은 가죽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

로 사용을 금해주세요.

수령 후 개봉 시 주의사항 

제품 수령 후, 박스 개봉 시 칼이나 가위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 손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고객 과실로 인해 제품의 상품 가치가 하락 하였을 경우(판매자 기준에 의거)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Precautions when using the product

If a mat is pressed for a long time on heavy goods or furniture, it may not be restored.

Please note the sharp objects may damage the product.

If the product is contaminated, wipe gently with a wet tissue or a mild detergent and dry 

with a dry mop.

Do not use volatile products such as remover, febreze, thinner, wax, acetone, and 

waterpath, such as they may damage the leather surface.

Notes on opening after receiving the product

Do not use knives or scissors when opening the box after receiving the product. There is 

a risk of damage to the product.

If the value of the product drops due to customer’s fault (based on the seller’s standard), 

no refund or exchange is possible.



왜 실리콘매트인가요?
Why Silicone Mat? 

어린이용 4단 폴더매트
Four-stage folder mat for children

제품정보

PRODUCT VIEW

PRODUCT INFORMATION

제품 폴더매트

제품 사이즈 1400×2000×40 mm 

사용연령 전연령 

중량 

소재 외장재 실리콘코팅, 코튼100% 

내장재 PE폼

KC인증 CB021H114-8001

원산지 대한민국

Product Folder Mat

Product size 55.11"x78.74"x1.57"

Age All age

Weight

Material Exterio Silicone coating, Cotton 100% 

Interior PE Foam

Certification CB021H114-8001

Origin Korea

바닥원단이 100% 면에 실리콘 코팅으로 다른 매트제품

과 달리 아이들에게 안전합니다. 자연으로부터 채취한 규

소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실리콘은 진정한 친환경 소재입

니다. 

The floor material is 100% cotton and has been 

coated with silicone. Unlike other products, it is 

safe for children to use. Silicone that has been 

extracted from the nature, is truly eco-friendly and 

completely safe. 

기존의 제품들보다 뛰어난 방오성으로 오염이 잘 지워지
며 특히 수성펜은 완벽히 지워집니다.

With outstanding anti-stain proof technology, dirt 
can be removed easily, and marker pens can be 
erased completely. 

기존 PU제품은 물이 침투하나 실리콘 코팅으로 물이 침투
하지 못합니다.

With existing PU products, water absorbs into the 
mat, but with silicone coating, water can not absorb 
into the material.

타사 제품에는 쓰지 못하는 스팀다리미로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This product can be ironed unlike other products, 
allowing you to maintain the cleanness of the mat.

친환경

뛰어난 방오성

방수처리 

멸균 가능, 
세탁 가능

Eco-friendly

Extraordinary 
anti-staining 
technology

Water proof

Sterilizable, 
Washable 



HEALTHY BEBE HEALTHY BEBE

기존의 어느 제품보다도 우수한 테스트 결과로 

안전성을 입증 받았습니다.

The safeness of this product has been proven 

with outstanding safety test results.

검사성적서

CB021H114-8001

합   격 Pass

불검출 Non-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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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직물아이보리  
zipper fabric(ivory)

지퍼직물연회색  
zipper fabric(grey)

지퍼플라스틱아이보리  
zipper plastic(ivory)

지퍼플라스틱연회색  
zipper plastic(grey)

매트아이보리  
mat(ivory)

매트연회색  
mat(grey)

폼흰색  
foam(wh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