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리스 관리법

SAVOIR 침대가 처음 도착했을 때

매트리스 관리

배달 시 크기

매트리스 눌림

매트리스 뒤집기

천연 충전 매트리스는 운송과 저장을 위해
압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트리스가
베이스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크기가 회복됩니다.

매트리스와 토퍼의 천연 재질로 인해 고객이
눕는 자리가 가라앉고 눌립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2
주 사용 후 매트리스와 토퍼를 뒤집고 이후
정기적으로 뒤집어 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한 곳만 눌리는 현상이 사라지고 매트리스가
자리를 잡습니다.

매트리스와 토퍼가 너무 작아 보여요. 왜
그렇죠?

Savoir 토퍼는 배송을 위해 세심한 포장을
거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단단한”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운송 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포장을 열었을 때 토퍼가 침대에
비해 약간 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불량이 아니며 럭셔리한 부드러움을 드리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크기와 형태가 복원될 것입니다.

매트리스가 눌리나요?

*약 2.5cm(1”) 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불량이 아닙니다.

서포트

매트리스가 원래 이렇게 딱딱한가요?
처음에는 부풀어 오른 충전재로 케이스를
빽빽이 채웁니다. 이로 인해 딱딱해집니다.
매트리스가 자리를 잡으면서(위 참조)
충전재가 이동할 공간이 생기고 매트리스의
부드러움이 살아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밤에만 사용하는 경우 6~8주가 걸립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매트리스를 뒤집어야
하나요?
처음에 매트리스는 2주 사용한 후 뒤집어야 합니다. 그리고 2
주 후 돌립니다. 이후 매달 뒤집거나 돌리면 됩니다.
뒤집기를 통해 상단(취침)면이 하단면으로 바뀝니다.
돌리기로 머리 부분이 발 부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매트리스
양쪽 사이드의 서포트가 같다면 정기적으로 사이드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이드가 다른 경우, 가령 왼쪽이
부드럽고 오른쪽이 딱딱한 경우 자는 사람에 맞게 사이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뒤집는 방법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www.savoirbeds.com을 방문하세요.

매트리스는 무겁고 다루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많이 접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매트리스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자주 뒤집으세요. 배달 받고 2주 동안 사용한 후
처음 뒤집고 다음부터는 매달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매트리스를 과도하게 접지 마세요. 지퍼가 장착된 매트리스는
지퍼를 열고 따로 뒤집어야 합니다. 상단 지퍼만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침대 가장자리에 앉지 마세요.
침대 위에 설치하지 않은 경우 평평한 곳에 보관하세요.

매트리스를 절대 말지 마세요.
매트리스에서 터프팅이 떨어지면 Savoir Beds에게
알려주세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며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는 간단한 키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매트리스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퍼 뒤집기
토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압축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 뒤집고 돌려야 합니다. 침대
리넨을 바꿀 때마다 토퍼를 뒤집으세요. “털고” 손바닥으로 “
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년 사용 후 토퍼를 솜틀기하여
최상의 상태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SAVOIR 침대 설치와 이동
Savoir 침대를 설치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저희 웹사이트
www.savoirbeds.com을 참조하여 침대의 올바른 분해 및 조립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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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 모델마다 지퍼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지퍼의 위치가 다른
매트리스가 종종 있습니다.
지퍼의 위치에 따라 적절히
뒤집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