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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았던
수예실 집어내기 전용 장치

천연 나무(너도밤나무)의 부드러운 감촉

수직 수루리-이토 의 특징
실이 장치내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안정적인 모양
책상에 놓아둔 채로 편안하게 뜨개질 가능
장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용상 주의
• 수직 수루리-이토에 사용 가능한 실통 사이즈는
상부외경 약28mm / 하부내경 45mm 입니다.
• 실통 머리 부분이 실로 묻혀 있을 때는 양손으로 실을
밀어내리고위쪽 부품을 세트해주세요.
• 수예실의 두께가 5mm이하가 되면 실이 잘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장치를 고정시키고 실을 꺼내주세요.

혹은 실을 자르고 장치 위 부분을 빼고 실을 꺼내주세요.
• 실의 재질,굵기,실를 실통에 감는 반법에 따라 실이 잘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상 주위
• 어린이가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는 보호자와 같이
사용하십시오.
• 열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일광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해주십시오.
• 물에 적시지 마십시오.
• 변형 및 파손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 본래의 용도이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폐기하실 경우 각 자치체의 폐기구분에 따라주십시오.

＜수직 수루리-이토 사용법＞
수직 수루리-이토 (A하고C)와
실통을 준비합니다.

수루리-이토의 토대(C)에
실통을 설치하고
실통 위에 수루리-이토(A)를
설치합니다.

실통에서 실을 꺼낸 후 좌기의
순서대로 윗부분에서 밑으로
실을 들여보냅니다.

꺼내준 실은 수루리-이토
저면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꺼내주세요.

세트 완료! 비스듬히 당기지
말고 대좌와 평행 방향으로
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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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수루리-이토 사용법＞

순조롭게 실이 집어낼 수 있는 모양
책상에 놓아둔 채로 편안하게 뜨개질 가능

사용상 주의

수루리-이토 중심에
뚫리는 구멍에 실을 통해
털실공을 수루리-이토로
세트합니다.

• 사용 가능한 털실공의 지름은 10mm이하입니다.
• 실의 재질,굵기,실를 감는 반법에 따라 실이 잘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상 주위
• 어린이가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는 보호자와 같이
사용하십시오.
• 열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일광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해주십시오.
• 물에 적시지 마십시오.
• 변형 및 파손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오.
• 본래의 용도이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폐기하실 경우 각 자치체의 폐기구분에 따라주십시오.

집어낸 실은 수루리-이토
저면에 있는 작은 구멍에
통하게 합니다.
비스듬히 당기지 말고
대좌와 평행 방향으로
당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