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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R코드에 접속하시면 제품 컨셉 

영상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QR코드 확인법

네이버 앱 실행 → 검색창에 

'네이버 QR코드 스캔' 검색 후 

'렌즈'( ) 선택 → 휴대폰 화면에 

설명서 QR/바코드 인식

스피드랙 컨셉 영상

사이드 커튼 구성품(옵션)

사이드 커튼 자석

정면 커튼 구성품(옵션)

정면 커튼 커튼봉 브래킷(좌, 우)

 ■ 구입한 제품의 높이 사이즈를 확인하고, 분리 기둥의 경우 기둥이 연결되는 사이즈를 체크하세요.

높이
품명 일체형 기둥 분리형 기둥

기둥 사이즈 330 420 600 750 900 1200 1350 1500 1650 1800 1950 2100 2400

기둥 개수 330/4개 420/4개 600/4개 750/4개 900/4개 1200/4개
600/4개

750/4개
750/8개

750/4개

900/4개
900/8개

750/4개

1200/4개

900/4개

1200/4개
1200/8개

기둥 연결 브래킷 X X X X X X 4개 4개 4개 4개 4개 4개 4개

안전좌 8개

한 번 설치한 제품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연결용 기본 구성품

A ~
선반형  

기본 구성품

+

연결 받침대

J

행거용 기본 구성품

~
선반형  

기본 구성품

+

행거 받침대(좌, 우) 행거 봉

선반형 기본 구성품

깊이 받침대 가로 받침대 선반 보드

기둥 안전좌 기둥 연결 브래킷 조립 망치(사은품)

C

안전 주의사항

 ■ 제품을 화학 성분이 있는 제품 주변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온도가 높은 곳이나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제품의 조립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오래되거나 손상된 부품은 

교체하십시오.

 ■ 제품을 분리하고 조립할 때 장갑을 착용하여 손가락 끼임, 긁힘 등 안전에 주의

 ■ 제품을 평평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조립 또는 사용하십시오.

 ■ 제품에 올라가거나 매달리는 등 충격을 가하는 행위 일체 금지

 ■ 제품의 돌출된 부분이나 모서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최대 적재 무게를 넘지 않도록 하고, 물건 적재 시 전체 균형을 맞춰 수납

관리 방법

 ■ 세척: 이물질이 묻은 경우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세요. 액체류가 묻은 경우, 마른 

수건으로 닦고 습기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건조해주세요.

 ■ 보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보관하세요. 습기가 많은 곳에 장시간 

방치하면 선반이 휘거나 틀어질 수 있습니다.

조립 시작 전 꿀팁!

QR코드에 접속하셔서 단계별 조립 꿀팁 방법을 숙지하세요.

Tip   기둥 조립 방법

구멍의 좁은 네모 부분이 반드시 

아래를 향하게 결합해 주세요.

Tip   기둥 및 연결 브래킷 분리 방법

1. 기둥 분리 - 한 손으로 하단 기둥을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빼주세요.

2. 브래킷 분리 - 브래킷이 연결된 

기둥과 일반 기둥을 맞물린 후 

바닥에 가볍게 내려쳐 주세요.

3. 브래킷 분리 - 브래킷이 연결된 

기둥쪽에 일반 기둥을 빗대어 

맞물린 후 망치로 일반 기둥을 

가볍게 내려쳐 주세요.

Tip   기둥 프레임 연결

기둥+브래킷+기둥 순서로 끼운 후 

망치로 톡톡 쳐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세요.

※  일체형 기둥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멈춤 홈
※  일체형 기둥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멈춤 홈 전까지 조립 망치를 

이용해 충분히 결합해 

주세요.

Tip

정방향

역방향

Tip

기둥의 안쪽 홀에 

깊이 받침대를 

결합해 주세요.

C

C

홀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때까지만 결합해 

주세요.

Tip BAD GOOD

기둥 홈의 좁은 방향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세요.

Tip

기본 조립 방법

프레임 조립 후 

각 받침 모서리 

부분을 조립 망치로 

가볍게 쳐서 

프레임이 충분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둥이나 받침대를 

결합할 때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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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형 C

구매한 단수에 맞게 

중간 결합해 주세요.

C

  기둥 위 모서리에 안전좌를 결합해 

주세요.

 선반 보드를 하단부터 올려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세탁기 

선반형

C

C

구매한 단수에 맞게 

중간 결합해 주세요.

C

 기둥 위 모서리에 안전좌를 결합해 주세요.

 선반 보드를 하단부터 올려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연결형

C

기둥의 바깥쪽 홀에 연결 

받침대를 결합해 주세요.

J C J

C

C

구매한 단수에 맞게 

중간 결합해 주세요.

C

 기둥 위 모서리에 안전좌를 결합해 주세요.

 선반 보드를 하단부터 올려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가림 커튼

커튼 설치 전 구매하신 상품 타입에 

맞게 조립을 완성해 주세요.

좌(L)/우(R) 표시를 

확인해주세요.
커튼봉을 돌려서 길이를 

조절해 주세요.

정면 커튼

재봉선 확인: 재봉이 되어있는 

부분이 뒷면입니다. 제품의 

앞/뒷면을 확인해 주세요.

4X

사이드 커튼 Tip   사이드 커튼은 기둥  

끝 라인에 맞춰 부착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행거형 C

구매한 단수에 맞게 

중간 결합해 주세요.

C

  기둥 위 모서리에 안전좌를 결합해 

주세요.

 선반 보드를 하단부터 올려주세요.

기둥에 기본 받침대가 아닌 행거 받침대를 

연결하고 행거봉을 끼우세요.

행거 받침대를 조립할 때는 벽면과 

행거  소켓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립하세요.(※ 단, 400mm 행거 

받침대에만 해당)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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