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1

① 밑판(캐스터측)×1

⑦ 등판×2 ⑧ 나사×12 ⑩ 손잡이×1⑨ 서랍용 나사   
    ×2

⑪ 행거×6 ⑫ 캐스터×5 ⑬ 캐스터 
    가이드×5

⑭  가이드 숨김
     스티커×14

② 상판(서랍측)×1 ③ 세로판(캐스터측)
    ×1

④ 세로판(서랍측)
    ×1

⑤ 중간판
    ×1

⑥ 가동판
    ×3

※윗면에 홈 있음 ※윗면에 홈 있음 ※윗면에 홈 있음 ※윗면에 홈 있음※윗면에 홈 있음

주의

조립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각각의 부재를 확인하여 조립, 설명서 대로 바르게 조립하여 주십시오. 

●조립 시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깔개 등을 깔아 바닥이나 기존의 가구가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조립은 2명이상이 함께 행하여 주십시오.  ●나사의 형태에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사가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사를 조일 때에는 단단히 고정해야 하나 과하게 조일 경우 판이 갈라지거나 나사의 함몰 등의 문제로 직결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등판을 세팅할 때에는 나사에 우선 한번 고정 시킨 후 틈에 낀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조여 주십시오. 

   틈에 바르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 구성품 체크 리스트

                        보유하고 계신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펄프 보드 박스 캐스터 부착
조립, 취급설명서

세로 사양
※수납면이 가로형입니다.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조립하여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좌측 선반의 경우 (손잡이를 당겼을 때 좌측에 선반이 오게 되는 패턴) 
① 밑판(캐스터측)을 ③ 세로판(캐스터측), ④ 세로판(서랍측), 
⑤ 중간판을 ⑧ 나사로 부착합니다.

●우측 선반의 경우 (손잡이를 당겼을 때 우측에 선반이 오게 되는 패턴) 
① 밑판(캐스터측)을 ③ 세로판(캐스터측), ④ 세로판(서랍측), 
⑤ 중간판을 ⑧ 나사로 부착합니다.

※ 홈의 위치가 밑판과 
세로판을 맞춥니다.

완성도

1

1  공정에서 조립한 본체를 일으킨 후 ③세로판(캐스터측)과 
④세로판(서랍식), ⑤중간판의 홈에 맞추어 ⑦등판에 꽂습니다. 
※ 모든 등판이 측판의 홈에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

②상판(서랍식)을 ⑧나사로 고정 시킵니다. 
※  이 때에 나사를 끝까지 고정 시키지 말고 중간까지만 고정 시킨 

후 2번 밑판이 조금 떠 있는 상태로 아래 그림1과 같이 모든 
     등판이 측판의 홈에 끼울 수 있도록 조절합니다. 
    이후 모든 등판이 측판의 홈에 맞는 지 확인한 후 
    나사를 단단히 조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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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로판(캐스터측)을 위로 하여 ⑬캐스터가이드를 부착합니다. 
※ 잘 안들어가는 경우는 두꺼운 책등으로 눌러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가면서
   위에서 세게 눌러 주십시오. 

※  이 부품은 한번 장착하면 뺄 수 
   없으므로 사용 방법을 
   세로, 가로인지 재확인 한 후에 
   장착하여 주십시오.   

4

⑩손잡이를 ⑨손잡이용 나사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착합니다. 
(일러스트는 죄측 선반의 경우) 

6

원하는 장소 상하에 ⑪행거를 부착하여 ⑥번 가동판의 홈에 ⑪행거를 넣으면 완성입니다. 
세로형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주의 : 6번 가동판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상하 한장씩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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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캐스터 구멍, 손잡이 구멍은 ⑭가이드숨김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티커는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 상판에 물건을 올린 상태로 이동하지 말아 주십시오. 

움직일 경우 불안정하여 낙하 또는 부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⑫캐스터를 앞의 4 에서 부착한 캐스터가이드의 

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캐스터방향이 밑으로 가도록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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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박스 서랍 펄프보드 박스 A4용 
(8123261)을 조합할 때에 주의할 점 

①  세게 잡아 당길 경우 서랍 본체가 빠
져 아래로 낙하할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빼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잡지 등 비교적 무거운 것을 넣을 경
우나 상판의 위에서 부담을 줄 경우 
박스 전체가 쓰러질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내하중 : 고정판 15kg 
          선반 전체 20kg

완성도 (좌측 선반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