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펄프 보드 박스 멀티, 프리랙 
조립,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조립하여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조립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각각의 부속을 확인하여 조립, 설명서의 표기대로 바르게 조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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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은 2명이상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사의 형태에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나사를 조일 때에는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만 과할 경우 판이 갈라지거나 나사의 함몰될 수 있으니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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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 체크 리스트 

① 측판(좌•우) 공통×2 ② 윗판, 아래판 공통×2 ③ 중간판
멀티사이즈×1 
프리스이즈×2

④ 가동판
멀티사이즈×6 
프리스이즈×3

⑤ 등판
멀티사이즈×2
프리스이즈×3

⑥ 나사
멀티사이즈×12
프리스이즈×16

⑦ 맞춤 못
멀티사이즈×24
프리스이즈×12

보유하고 계신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조립, 취급설명서의 일러스트는 펄프보드박스 프리랙입니다. 멀티랙도 조립 공정은 같습니다.

① 측판에 ②의 윗판,아래판을 ⑥나사로 부착 합니다.
※ ①측판에 ② 윗판, 아래판의 틈에 맞을 수 있도록 
    확인 후 ⑥나사로 확실하게 고정시켜 주십시오.

1 ① 측판에 ③ 중간판을 부착합니다.

※  1  공정과 같이 틈에 측판과 중간판이 맞을 수 있

도록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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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개

틈의 위치를 맞춘다 틈의 위치를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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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1  , 2  공정에서 조립한 본체를 일으켜 윗판, 아래판, 중간판의 틈에 맞추어 ⑤등판을 끼워 넣습니다.

※모든 등판이 측판의 틈에 끼워져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3

다시 한번 ①측판을 ⑥나사로 부착합니다.       
※  이 때에 나사를 끝까지 고정 시키지 말고 중간까지만 고정 시킨 후 아래 원형의 그림과 같이 모든 등판이 측판의 틈에 

끼워져 있을 수 있도록 조절하고 모든 등판이 측판의 틈에 들어간 것을 확인 한 후 나사로 단단히 고정 시켜 주십시오.

4

좌우 측판 내부의 필요한 부분에 맞춤못을 끼워 
④번 가동판의 뒷면에 맞춤못을 틈에 끼워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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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프리랫 멀티랙

완성도

⑤ 번등판이 측판의 틈에 
끼워져 있을 수 있도록 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