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1
건조기 Leg 4 개를 최대한 조여주세요.

 ꞏ 수평계를 이용하여 건조기의 수평을 맞춰주세요.
 ꞏ 건조기 후면에 배수호스를 직배수로 설치해 주세요.
 ꞏ 직배수로 설치하는 방법은 삼성닷컴 홈페이지에 있는 

사용자 웹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참 고
 ꞏ 배수 호스 연결 가이드 (DV**T**** 모델에 한함)

 − 배수 방법 변경 시,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 배수 호스를 끝까지 삽입해 주세요. 

STEP 2
후면 작업을 위해 설치된 세탁기를 살짝 꺼내주세요. 
세탁기 상판의 캡에 고정된 나사를 분리하세요.

 ꞏ 제품에 따라 고정된 나사의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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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세탁기 용량이 22 kg 이하인지, 23 kg 이상인지 
확인하여 GUIDE STACKING의 조립홀을 확인해 주세요.

STACKING KIT 설치 가이드 (SKK-AK*, SKK-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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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세탁기/건조기 모델을 확인하여 BRACKET COVER 
TOP(L/R)의 조립홀을 확인해 주세요.

 ꞏ A는 2020년 포함한 이후 출시 모델을 의미하고,  
B는 2019년 포함한 이전 출시 모델을 의미합니다.

 ꞏ 멀티 컨트롤 모델은 'AA'에 조립해 주세요.

모델명에 따른 조립홀 위치 확인

조립홀 TYPE 
(세탁기/건조기) 세탁기 건조기

AA
WF**T**** 포함 
이후 출시 모델

DV**T**** 포함 
이후 출시 모델

AB
DV14N****, 
DV14R****, 
DV16R**** 모델

B* WF**T**** 
이전 모델 전 모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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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GUIDE STACKING(L/R)에 BRACKET COVER TOP(L/R)을 
M4 x L16 나사로 차례대로 조립해 주세요.

 ꞏ 좌우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조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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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조립된 GUIDE STACKING(L/R)을 세탁기 커버탑 
좌/우측의 곡면에 맞춰 올려주세요. 
분리한 상판의 캡을 나사로 조립하세요. 
나사 길이가 짧은 경우 동봉된 M4 x L16 나사를 사용하세요.

 ꞏ 왼쪽(L), 오른쪽(R) 각인은 세탁기 후면의 좌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립 시 주의하세요.

 참 고
 ꞏ 멀티 컨트롤 모델인 경우 

(세탁기 모델명 : WF**T9***, 건조기 모델명 : DV**T9***)
 − STEP 6까지 조립한 후 삼성 드럼 세탁기 사용 설명서의 

멀티 컨트롤 설치 가이드 섹션을 참고하여 세탁기와 
건조기를 연결하세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연결한 후, 
STACKING KIT 설치 가이드를 참고하여 STEP 13부터 
다시 설치하세요.

STEP 7
GUIDE STACKING 전면에 BRACKET GUIDE를 홈에 
맞춰 끼워 조립 위치를 확인한 후, GUIDE STACKING 
밑면에 부착된 양면테이프 이형지를 제거하여 그림과 
같이 부착하고 BRACKET GUIDE는 분리하세요.

 주 의
 ꞏ GUIDE STACKING 밑면의 곡면과 세탁기 커버탑 

측면의 곡면이 일치하도록 부착하세요.
 ꞏ GUIDE STACKING이 세탁기 커버탑과 평행을 

유지하는지 확인한 후 부착하세요.
 ꞏ GUIDE STACKING을 부착한 후 

BRACKET GUIDE를 조립하여 GUIDE STACKING이 
평행으로 조립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STEP 8
세탁기 보호를 위해 보호매트로 GUIDE STACKING 
앞쪽을 덮어주세요.

 ꞏ 동봉된 FOAM TAPE의 이형지를 떼어낸 후, 
세탁기 옆면에 보호매트 고정을 위해 부착하세요.

STEP 9
전용 리프트를 사용하거나 두 사람이 건조기를 들어 
GUIDE STACKING 위에 올려놓고 건조기 뒤쪽 다리 
2 개가 GUIDE STACKING의 U 형상에 걸릴 때까지 
밀어주세요.

STEP 10
세탁기 옆면에 부착한 FOAM TAPE를 떼어낸 후 
조심스럽게 보호매트를 빼내세요.

STEP 11
올바르게 설치한 경우 GUIDE STACKING 앞쪽 끝과 
건조기 측면 프레임의 앞쪽 끝이 일치합니다.

 ꞏ 건조기 측면 프레임의 앞쪽 끝이 GUIDE STACKING보다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STEP 12
BRACKET GUIDE를 그림과 같이 GUIDE STACKING에 
조립하고, M5 x L16 접시머리 나사로 조립하세요.

STEP 13-1
건조기 모델 DV1*T****를 포함한 이후 출시 모델인 경우 
COVER FRONT의 조립이 가능합니다. 
COVER FRONT의 라벨이 윗면을 향하도록 한 후 
그림과 같이 GUIDE STACKING에 끝까지 삽입해 주세요.

 ꞏ 멀티 컨트롤 모델인 경우, 삼성 드럼 세탁기 사용 설명서의 
멀티 컨트롤 설치 가이드 섹션을 참고하여 세탁기와 
건조기를 연결한 후 COVER FRONT를 조립하세요.

STEP 13-2
건조기 모델이 DV1*N****, DV1*R****인 경우 
COVER FRONT 조립이 불가합니다. 
부속품에 동봉된 원형스티커 2 개를 접시머리 나사가 
조립된 부분 위에 붙여주세요.

 ꞏ 설치 시에는 부속품에 동봉된 원형스티커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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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세탁기 배수호스와 건조기 배수호스를 그림과 같이 
PIPE CONNECTOR 끝까지 삽입해 주세요.

 ꞏ 일반 세탁기는 CLAMPER HOSE로 
한 번 더 고정해 주세요.

테이핑

ELBOW DRAIN 케이블 타이

STEP 15
PIPE CONNECTOR의 끝에 ELBOW DRAIN을 
완전히 삽입하고, 테이프로 고정해 주세요. 
ELBOW DRAIN을 배수구에 끼우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해 주세요.

 ꞏ 배수호스와 케이블 타이는 세탁기, 건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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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

 ꞏ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이 크고 무거우므로 건조기 이동 시 두 사람 이상이 옮길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ꞏ 설치 시 파손에 주의하세요. 건조기는 세탁기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세탁기를 건조기 위에 
절대 설치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상해/사망 사고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설치 전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ꞏ 건조기 직렬 설치 시, 후면 배수호스는 물통이 아니라 반드시 직배수로 설치해 주세요.

 참 고

2009년도 이후 출시된 삼성 드럼 세탁기 16 kg, 삼성 건조기 14 kg 이상 모델에 한해서 해당 STACKING KIT 설치가 가능합니다.

부속품

M4 x L16
(둥근머리 나사)

M4 x L16
(접시머리 나사)

M5 x L16
(둥근머리 나사)

FOAM TAPE원형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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