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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EA는 제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창문 블라인드와 커튼에 연결된 줄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IKEA는 지난 4년 동안 창문 블라인드와    
커튼을 더 안전한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로 2016년 1월부터 줄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없는 줄 없는 블라인드와 커튼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줄 노출로 인한 질식 위험

창문 블라인드와 커튼에 연결된 줄로 인해 어린 아이들의 목이 
감길 수 있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CPSC)가 1996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한 달에 한 명꼴로 어린 아이들이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같은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상을 당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 최우선에 대한 IKEA 철학 

IKEA는 제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난 수십 년간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안전장치와 경고 표시를 명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감한 결단을 통해 줄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모든 커튼이나 블라인드 제품의 판매를 중단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제품군의 공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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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전 세계 IKEA 매장에서는 

줄로 인한 위험험성이 없는 줄 없는 
블라인드와 커튼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군에는 줄 없는 블라인드 

셀룰러/허니콤 블라인드와 커튼 등이 
있습니다.

FACTS

커튼만을 판매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줄 없는 안전한 블라인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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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홈퍼니싱 선도 기업으로서 IKEA는 안전한 제품     
개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개선 노력이 홈퍼니싱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 IKEA의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블라인드 제품은 어떻게 안전한가요?

선을 없애고 감춤으로서 질식 사고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줄어듭니다. IKEA의 줄 없는 ROMAN/로만 블라인드는      
마그네틱 솔루션을 사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제품 개선에 참여했으며           
공인된 실험실에서 엄격한 안전 기준과 테스트를 모두 통과      
하였습니다.

모든 소비자들께서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인한 아이들이  
목졸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며, 
만약 안전 장치없이 선이 노출된 블라인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IKEA나 다른 홈퍼니싱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더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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