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빙다이닝 연결 플레이트 
조립, 취급설명서 

※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조립하여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조립 후 일 주일 정도가 경과한 뒤에는, 볼트류를 다시 조여주십시오. 

●조립 또는 설치할 때에는, 바닥이나 기존의 가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드라이버는 포함 되어있지 않으므로, 조립 시에는 드라이버를 준비해주세요.

●부속 장치를 붙일 때 「전동공구」는 삼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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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

리빙다이닝 소파체어용 연결 플레이트

▣ 부속장치 구성   

Ⓐ 연결 플레이트 Ⓑ 육각렌치

×2 ×1

※반드시 쿠션을 놓고 사용해 주십시오.

2개의 다리프레임 연결시

분리합니다

본체를 연결할 쪽의 볼트, 스프링워셔, 워셔를    
Ⓑ육각렌치를 사용해 분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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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상의 주의점

• 이동할 때에는, 연결 플레이트를 분리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팔걸이나 프레임 등 한 쪽에만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 조립한 부분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흔들리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본체의 파손이나 변형에 의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놓아주십시오. 흔들리는 채로 사용하면,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연결 플레이트는, 소파 체어 제품들이 사용에 의해 크게 변형되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조립 시에 프레임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결 플레이트의 구멍을 맞추면서, 볼트, 스프링워셔, 워셔를 사용하여 

Ⓑ육각 렌치로 가볍게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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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의 두 개의 다리 위치를 조절하면서, 가볍게 조였던 모든 볼트를 꽉 조여 고

정시켜 주십시오. 

한 쪽만 조여지면, 본체 위치가 비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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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되었습니다.   
반드시 쿠션을 놓고 사용해 주십시오.5

부품이 제거된 볼트구멍에 Ⓐ연결 플레이트 구멍을 맞춘 뒤에, 

다시 볼트를 사용하여, Ⓑ육각렌치로 가볍게 조입니다.

그러나, 순서 1 에서 분리한 스프링워셔, 워셔는 등판 연결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보관하여 주십시오.  

상품의 특성상, 볼트 구멍 위치가 맞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페이지 하단에 제시된  「조립시의 포인트」에 

따라서, 볼트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단의 볼트구멍과 구멍의 위치가 
맞지 않는 쪽 부터, 볼트를 가볍게 조여주
십시오. 
※ 예: 왼쪽 아랫편의 볼트 구멍이 
가장 맞지 않는 경우
①→②→③→④의 순서대로 행합니다.  
  

상품은 반드시 두 명이 조립해 주십시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한 명이 화살표 방향
으로 프레임의 위치를 조절하면서, 구멍
의 위치를 맞춥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의 연결 플레이트와 볼트를 끼워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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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① 등판에 연결 플레이트를 붙입니다. ② 좌면의 연결 플레이트를 붙입니다.

조립시
포인트

조립시
포인트

연결플레이트

※볼트 구멍이 가장 맞지 않는 곳

이 높이에 맞춥니다 

볼트

프레임을 맞춘다

등판 연결 플레이트
가볍게
조인다

맨손으로 볼트를 밀어 넣을 
때에는 다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아래쪽 연결 프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