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걸이 가구·3열 행거·떡갈나무

벽걸이 가구·3열 행거·호두나무

사용설명서

보존용

이  상 품 을  구 매 해  주 셔 서  대 단 히  
감사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를 잘 읽고, 내용을 
이해하시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또한 본 설명서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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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품명

재질
(떡갈나무)

재질
(호두나무)

용도

제품
질량 약 0.7kg

내하중

벽걸이 가구・3열 행거・떡갈나무

제품
치수 W440 x D25 x H100mm

벽걸이 가구・3열 행거・호두나무

본체：천연목 화장섬유판
　　　(떡갈나무 화장합판)
표면가공：우레탄 수지 도장
본체：천연목 화장섬유판
　　　(호두나무 화장합판)
표면가공：우레탄 수지 도장

벽면 수납
전체 약 5kg(행거 훅：각 2kg)

원산국 베트남

손질 방법
나무 부분의 손질방법
● 손질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벽면에서 떼어낸 후 

손질하십시오.
● 도장면 먼지는 부드러운 천 또는 먼지털이로 

가볍게 털어주십시오. 거친 천, 먼지 등이 
부착된 상태로 문지르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평상 시 부드러운 천으로 마른 
걸레질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 더러움이 심할 때에는 묽은 중성 세제에 담갔다 
짠 천으로 더러움을 제거하고, 그 후 물에 담갔다 
짠 천으로 세제를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다음으로, 마른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은 후 
자연건조시켜 주십시오. 시너 등의 유기용제, 
산성 또는 알칼리성 세제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보수·점검
● 정기적으로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본체 및 

고정용 나사, 벽면용 후크의 고정이 느슨해 진 
경우에는,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 고정해 
주십시오. 특히 지진 발생 후 또는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는 느슨해 져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해 주십시오.

● 해충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살충 또는 방충 
처리를 해 주십시오. 방치하면 해충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알림(안전상 주의)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금지」 내용입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할 내용입니다.

금지

경고 사망 또는 중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

실행
하기

● 설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느슨해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소를 바꾸고 다시 붙여 주십시오. 
계속 사용하면 본체 낙하로 인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설치 후에는 느슨해짐 또는 틈새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벽면용 후크를 벽에 고정할 때에는 벽 재료에 적합한 고정용 나사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적합한 것을 

사용하면 강도를 확보할 수 없어, 본체 낙하로 인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경고, 주의 환기는 사용자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을 얹어놓는 등 본체에 부하를 가하는 행위, 아래쪽으로부터 들어올리는 힘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본체 파손, 본체 낙하로 인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유아나 애완동물의 손이 닿는 곳에 설치 및 보관은 하지 마십시오. 
예상치 않은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불필요해 진 포장 재료는,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머리에 뒤집어 쓴 경우 등 입, 코가 막혀 질식 우려가 있습니다.

● 내하중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또 끝부분에 치우쳐서 하중을 가하지 마십시오. 본체 파손, 본체 낙하로 
인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오디오 스피커 등 진동하는 물품을 두지 마십시오. 또한 세탁기 등 진동하는 기기 곁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장착 부분이 느슨해 져 낙하로 인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 난로, 담뱃불 등 인화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화재 원인이 됩니다.
● 자석을 의료기기(전기심장박동조절기 등)에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오작동, 고장 원인이 됩니다.

금지

● 휨 등 변형, 파손된 벽면용 후크 및 본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귀중품, 부서지기 쉬운 물건을 위에 놓지 마십시오. 
낙하하여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자석을 자기카드나 시계에 가까이 대지 마십시오. 
오작동, 고장 원인이 됩니다.

주의상해를 입을 가능성 또는 물적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실행
하기

● 설치는 평평한 수직 벽에 설치해 주십시오. 요철이 
있거나 경사진 벽에는 올바르게 설치할 수 없으며, 
낙하, 부상 원인이 됩니다.

●「설치용 가이드」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틈새, 
흔들거림이 있는 상태에서는 강도가 저하되어 
낙하, 부상 원인이 됩니다.

부탁말씀(기타 주의사항)
● 포장재는 거주지역 지자체의 규칙에 따라서 처분해 

주십시오.

각 부분 명칭

3열 행거 본체：1 벽면용 후크：2

설치용 가이드：1

부품 명단

取付用ガイド

160105

G01-1

取り付けたときの天面の目安位置
棚本体センター位置

専用フック取付位置

左側面の目安位置

お買い上げいただき、まこと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の取付用ガイドは、壁に取り付ける位置の目安としてご使用ください。保存用

※取り付け方法や使用上の注意は、別紙「組立・取扱説明書」を必ず確認し、正しくお使いください。　
壁に付けられる家具・棚・幅44cm（石こうボード壁専用）　取付用ガイド
サイズ：44×12×10（単位：cm）

巾 高さ奥行

본체 뒷면 금속 후크

행거 후크 자석

아래 그림과 같이 부품이 동봉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설치 시 사용하는 고정용 나사(4개)는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멍 지름：직경4.5mm

사용 시 유의사항
천연목에 대하여
● 본 상품은 천연목(화장합판을 포함)을 사용하였으므로 나뭇결, 

색상 등 천연목재 특유의 상품별 개체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품 나뭇결, 색조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양해해 
주십시오.

● 천연목(화장합판을 포함)은 아래 조건으로 인해 균열, 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② 냉방, 난방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젖은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포름알데히드 대책에 대하여
●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 증후군의 원인물질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온에서 기화되는 무색 및 자극성 냄새가 나는 
화학물질로, 가구는 물론 건축 자재, 벽지용 접착제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발산 되므로 포름알데히드에 오염된 
실내에 장기간 있으면 눈이 침침하거나 목에 불쾌한 자극을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농도가 높은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 대책에 대하여(계속)
● 실내 환기를 해 주십시오.

　
　포름알데히드는 공기 중에 발산되기 쉬우므로 평소 실내 환기를 

자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발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름철에 
장시간 실내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환기를 확보하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에 과민한 체질을 가진 분에게
 포름알데히드뿐만 아니라 새집 증후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허용량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농도 지침값(건강상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 진 

포름알데히드의 실내 농도값) 이하 농도에서도 체질상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계십니다. 만일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

가구를 설치할 때에는 실내 환기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화학물질에 과민한 분, 영유아 등은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설치 방법

1

셀로판테이프 등 쉽게 떼어지는 
것을 사용해 고정해 주십시오.

22

3

3열 행거 본체의 윗면과 설치용 
가이드의 기준 위치 선을 비교해, 
높이와 수평이 유지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어긋나있는 경우 
올바르게 세팅을 못할 수 있습니다.

4

①수평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②벽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는지
　확인.

③흔들거림 등이 없는지 확인.

〈포인트〉

5

※ 고정용 나사 치수의 기준
　벽면용 후크의 구멍은 직경 4.5mm입니다. 구멍의 크기에 맞는 나사를 사용해 주십시오.

본체 뒷면 
금속 후크

벽면용 후크

윗면

윗면의
기준 위치

윗면

올바름

설치용 가이드

3열 행거 본체 설치 위치

단단히 펴준다

금속 후크
(총 2군데)

좌측면의 기준 위치(설치용 가이드)

벽면용 후크②

설치용 가이드(별지)를 셀로판테이프 등으로 
수평방향으로 벽에 고정해 주십시오. 구김을 잘 펴준 후 
벽면용 후크 설치 위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붙여 주십시오.

본체를 벽에 맞추어서 설치하고자 하는 벽면에 요철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어서 설치용 가이드(별지)를 벽에 붙입니다.

벽면용 후크(2군데)를 벽에 설치합니다.
설치용 가이드의 벽면용 후크 설치 위치에 벽면용 후크를 대어주십시오. 
벽면용 후크를 시판되는 고정용 나사로 단단히 고정해 주십시오.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벽지가 
찢어지거나 풀이 지워지지 않고 
벽에 남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주
의

①좌측면을 기준 위치에 맞춘다
②벽에 대고 수직 방향으로 내린다

3열 행거 본체를 벽면용 후크에 설치합니다.
3열 행거 본체의 설치 위치보다 윗 부분에서 벽에 
대면서 아래 방향으로 슬라이드시키면서 벽면용 
후크에 본체 뒷면 금속 후크를 걸어줍니다. 설치용 
가이드의 좌측면 기준 위치와 본체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①②의 순서로 실행해 주십시오.

①∼③의 체크 포인트에 따라 3열 행거 본체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면 완성입니다.

3열 행거 본체의 수평이 유지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설치용 
가이드를 벽에서 떼어냅니다.

벽면용 후크 및 3열 행거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위쪽으로 슬라이드시키면서 
설치용 가이드를 떼십시오.

주
의

설치용 가이드가 찢어지지 않도록 떼십시오.
찢어지면 본체 뒤측 잔여물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 벽지를 더럽힐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