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noldino Stool   

아놀드 서커스 스툴 Arnold Circus Stool의 새로운 가족,  
아르놀디노 스툴 Arnoldino Stool을 소개합니다.  
기존 아놀드 서커스 스툴보다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어 유아용  
스툴, 바스켓, 사이드 테이블 또는 아놀드 서커스 스툴을 테이블로  
활용하는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가벼워지고  
유용해진 디자인은 침대 옆 작은 테이블이나 아이들 방에  
실용적인 보관함같이 다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놀드 서커스는 영국 런던 동부 쇼디치의 중심부에 있는  
빈민촌입니다. 2004년 런던 의회의 첫 공영 주택 계획이  
실행되었고, 지역 재건을 위해 소수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아놀드 서커스의 친구들 Friends of Arnold Circus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구 디자이너  
마르티노 감페르 Martino Gamper는 이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서 쓰일 아놀드 서커스 스툴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재료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100% 재활용 가능)
Made in the U.K.

색상

Zinc Yellow 
White Ivory 
Blue 
Orange 

치수 및 무게
315 × 375 × 310 mm
(L × W × H) 
1.2kg

권장 소비자 가격
176,000 KRW
(부가세 포함)

관리법

비눗물로 닦고 매끈한  
천으로 물기를 없애 주세요.

주의 사항
제작 공정 상 약간의 표면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주문
포스트 포에틱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0
T +82 (0)2 322 7023
shop@postpoetic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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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nc Yellow

Blue Pistachio Baby Pink

Baby Blue

White Ivory Orange



주문 및 배송 안내
  { 모든 상품은 검품 후 발송
  { 결제일로부터 2~3일 소요, 지역 및 배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결제 이후, 상품 일시적 품절이 발생할 경우 재입고 일정과  
발송 날짜 별도 공지

  { 배송지 및 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추가 배송시 구매자 부담
  { 재고 부족시, 재입고 8~10주 소요

교환 및 환불  
  {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의 경우 왕복 배송비 10,000원 
구매자 부담

  { 상품 포장, 박스 등 기존 배송 상태가 회손되지 않은 상태만  
교환 및 환불 가능

  { 제작 공정과 무관한 유통 과정에 외부 충격으로 생긴  
요철 있는 홈 파임 등 교환 및 환불 가능

교환 및 환불 불가
  { 상품 포장 회손, 상품 흠집 등 재판매가 어려운 경우
  { 제작 공정상 부득이하게 생기는 표면 불균일, 흠집 미세 구멍,  
로고 눌림 등 교환 및 환불 불가

  { 상기 사항은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재 특성,  
특정 컬러와 각도의 육안 확인 등 교환 및 환불 불가

주의사항

  { 모니터 해상도, 밝기, 컴퓨터 사양, 이미지에 따라 약간의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품 개봉시 날카로운 도구의 사용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환불 불가 교환 및 환불 가능 

흠집 

미세 구멍 로고 눌림

표면 뷸균일 요철 홈 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