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

조립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설치 시에는 바닥이나 

    기존 가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설치, 이동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행하여 주십시오. 

주의

조립 시 주의 사항

※ 사용 후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 

    지지대, 후크•다리부분을 다시 

    조여 주십시오.

※ 후크•다리의 나사 부분이 

    느슨해 지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사용상 주의」를 잘 읽은 후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코트 스탠드
조립,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조립하여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 부품 리스트   

01  지지대•상부×1 02  지지대•하부×1

03  후크(L)×3 04  후크(S)×3 05  후크(M)×3 06  다리•L×1 

07  다리•M×1 08  다리•S×1 09  패킹×1 10  미끄럼방지×1시트(3개입) 

▣ 완성도· 각 부 명칭

01  지지대•상부

03  후크(L)

04  후크(S)

05  후크(M)

06  다리•L

08  다리•S

10  미끄럼방지

09  패킹

02  지지대•하부

07  다리•M
코트 행거용 바스켓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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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지지대•상부에 다리
   (L•M•S)를 설치할 때는, 
   설치 위치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미끄럼 방지」를 붙이지 않고 사용하면, 
제품이 파손되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주의

코트스탠드•조립, 취급설명서

우선 모든 부품을 리스트로 확인하여 주십시오.
01  지지대•상부를 준비하고, 03  04  05  후크를
그림의 위치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각각의 높이에 같은 사이즈의 후크를 3개씩, 볼트 구멍의 각도에 대해 
직선으로 끼워 넣어주십시오.   

순서 1  2에서 조립한 2개를 조합합니다.   
09  패킹을 사이에 끼워 넣고, 
상부를 회전시켜서 조입니다.   
이 때 직선으로 한 상태에서 조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래 그림과 같이 후크의 위치가   
나란히 오는 부분에서 멈춰 주십시오.   

지지대•하부를 준비하고 06  07  08  다리를 그림의 위치에 끼워 넣
어 설치하여 주십시오.1

3 10  미끄럼방지 세트를 다리 3군데의 「바닥접지면」
에 붙입니다. 다리를 단단히 멈출 때까지 조여서 
고정시키고, 움직임이 없어지면 밑면에 붙여 주
십시오.(반드시 3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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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3개

시계방향

시계방향

직선으로 
조여넣는다

패킹

04  ⇢ 3개

05  ⇢ 3개
다리•L 다리•S 다리•M

후크의 위치관계

03  05 후크와 06  07 08 다리는 위에서 
봤을 때 일직선의 위치가 됩니다.  
 

내하중에 대해서

균등하게 하중이 배분되도록 
배치하여 주십시오.  

총 5kg이내

총 5kg이내

총 5kg이내

전체 15kg이내

1장씩 잘라서 
3군데에 붙임

•의류 등을 걸 때에는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걸어 주십시오. 

   한 쪽으로 치우치게 걸면 본체

   전도의 원인이 되어 상품파손,

   바닥면의 파손으로도 이어집니다.

•본 제품은 본래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류 이외의 무거운 것을 후크에 

   걸지 말아 주십시오. 균형이 무너져 

   전도, 상품 파손의 염려가 있습니다. 

  

•사용 중 본체 다리에 힘을 가하거나,

   발로 밟거나 하지 말아 주십시오.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에 기어오르거나 매달리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도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본체 주변에서 어린이가

  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