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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목록

VESA 플레이트 x 1
2.5mm 알렌 키 x1 

모니터 암 x 1

M4x12mm VESA 나사 x 4 
M4x10mm VESA 나사 x 4

옵션 보안 나사 x 1 

옵션 조정 커버 x 1

4mm 알렌 키 x1

9KG/20LB 

케이블 클립 x 1

  필요한 경우 모니터를 11
옵션

분리하기 위해 조정기 커버를 장착해주세요 12

필요한 경우 커버를 장착하여, 
수동 조정 기능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도구 조정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중요

모니터를 분리하기 전 암이 가
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추가적인 설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안내문을 제품과 함
께 남겨주세요. 

Colebrook Bosson Saunders는 당사의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다수의 특허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합니다. 특허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colebrookbossonsaunders.com/patents

특허경고
• 책상/작업 표면/벽/파티션이 암과 모니터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적합한 지 확인해주세요.

•이 제품을 원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지원되는 무게는 암 당 9kg(20lb)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정할 때는 모니터를 단단히 꼭 잡아주세요.
•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암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 암을 조립하기 전에 모니터를 부착하지 마세요.

• 일부 모니터에는 우묵 들어간 부분이 있으며 스페이서 또는 75mm VESA 플레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암 설치용 나사를 올바른 모니터, 즉 VESA 장착 구멍이 있는 모니터에 사용하시도록 서비스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설치를 시도하기 전에 설치를 수행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CBS는 이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장비 손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고정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 지침을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유지 보수 및 검사
• 모든 나사를 단단히 조이고 필요할 경우 조정해주세요.    

• 젖은 천을 사용하여 솔벤트를 제거해주세요.

WARNUNG
• Sicherstellen, dass Schreibtisch / Arbeitsfläche / Wand / Trennwand das Gewicht von

Arm(en) und Monitore/n tragen kann
• Dieses Produkt nur für den Zweck verwenden, für den es konstruiert wurde

• Maximale Belastung darf 9kg pro Arm nicht überschreiten
• Den Monitor beim Einstellen gut festhalten

• Vorsicht: Nicht die Finger einkl em men
• Die Arm nicht auseinander nehmen oder umbauen

• Den Monitor erst dan n befestigen, wenn die Arm montiert ist
• Einige Monitore haben Aussparungen und erfordern möglicherweise

Abstandshalter oder eine 75mm-VESA-Platte
• Die für die Montage des Armes gelieferte Schrauben sollen nur mit dem richtigen Bildschirm (das heiβt mit der 
richtigen VESA Befestigungslöchern) verwendet werden. Bevor Sie die Montage beginnen, überprüfen Sie, bitte, 
dass Sie über die richtige Mittel verfügen. CBS haftet für keine Schaden, die dadurch entstehen könnten, wenn 
Mann nicht die richtige Mittel benutzt oder wenn Mann sie nicht überprüft hat. Lesen Sie, bitte, sorgfältig diese 

Anweisungen um die korekte Durchführung der Montage zu versichern.

WARTUNG UND INSPEKTION 
• Sicherstellen, dass alle Schrauben festgezogen sind und, falls erforderlich, gelegentlich nachstellen. Mit einem 

feuchten Tuch säubern. KEINE Lösemittel.

AVERTISSEMENT ET MISE EN GARDE
• Le bureau, le plan de travail, le mur ou la cloison doit pouvoir supporter le poids du ou des bras en plus de l’écran.

• Ce produit ne doit pas servir à d’autres fins que celle prévue.
• Le poids de l’écran ne doit pas dépasser 9kg par bras.

• Tenir fermement l’écran pendant les réglages.
• Faire attention a ne pas se coincer les doigts.

• Ne pas demonter ou modifier les bras.
• Ne pas fixer l’écran avant d’avoir assemblé le bras.

• Pour certains écrans qui ont des renfoncements, il faut parfois utiliser des cales d’espacement ou une plaque 
VESA de 75mm. 

• Les vis fournies pour l’installation du bras sont fournies de bonne foi et avec l’intention qu’elles seront utilisées 
avec le moniteur adéquat, à savoir un écran avec des trous de montage de type VESA. Merci donc de vérifier 

que vous avez le matériel compatible avant de tenter l’installation. CBS ne pourra être tenu responsable de tous 
dommages causés à votre matériel résultant de l’incompatibilité des vis avec

votre modèle d’écran. Merci également de lire attentivement les instructions d’installation pour assurer une 
fixation correcte de l’écran sur le bras.

ENTRETIEN ET INSPECTION 
• S’assurer que toutes les vis sont bien serrées et les resserrer au besoin. 

Nettoyer à l’aide d’un chiffon humide. PAS DE solvants.

Colebrook Bosson Saunders의 지속적인 제품 개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제품의 설계는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미 제시된 제품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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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크기 - A3       420MM X 297MM

A D V E R T E N C I A 
• Asegurarse de que el escritorio/la superficie de trabajo/la pared/el tabique sea adecuado para soportar  

el peso del brazo o brazos y de los monitores.
• No usar este producto para otro propósito que no sea aquel para el cual fue diseñado.

• El peso soportado no debe exceder 9kg por brazo.
• Sujetar el monitor firmemente cuando se realicen ajustes.

• Tomar precauciones para evitar pillarse los dedos.
• No desarmar o remodelar los brazos.

• No instalar el monitor antes de fijar el brazo.
• Algunos monitores tienen espacios y pueden requerir espaciadores o una placa VESA de 75 mm.

• CBS Products informa que la tornillería suministrada, para la adecuada y correcta instalación de nuestros 
soportes para monitores, viene incluida gratis y completa para cada uno de los sets que CBS Products comercializa. 

Esta intención de parte de CBS Products busca que los soportes sean instalados de una manera óptima y precisa 
para monitores que cuenten con la disposición VESA para tornillos de fijación. CBS Products solicita a clientes, 

instaladores y distribuidores que todos los monitores sean revisados con anticipación para asegurar que cuentan con 
la distribución VESA de fijación. CBS Products no se hace responsable de ningún daño provocado o relacionado 

por haber evitado esta revisión. Adicionalmente, CBS Products enfatiza en la importancia de conocer y revisar con 
detalle el manual de instalación para conseguir una óptima fijación.

M A N T E N I M I E N T O  E  I N S P E C C I O N 
• Asegurarse de que todos los tornillos estén apretados y ajustarlos de nuevo si fuera necesario. 

• Limpiar con un paño húmedo, no utilizar solventes.



유용한 팁-도구 없이 조정
원하시는 경우 수동 '엄지-휠'을 사용하여 
암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책상 고정부를 작업 표면에 장착하는 방법

모니터 암을 클램프에 장착하는 방법

  VESA 장력 조정

너무 깊이 끼운 나사 너무 얕게 고정한 나사

중요
모든  장착 나사를 디스플레이에  최소 4 x 360˚ 만큼 돌려서 
적절하고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은 설치자의 책임입니다.  

장착 나사를 너무 얕게  고정하거나 너무 깊게 고정하면   장
비의 손상 또는 인원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2

6

최대  
스크린 중량 

9KG/20LB 

접기 접기 접기

모니터 장착 플레이트를 모니터에 부착하는 방법 3

암에 모니터를 장착하는 방법 4

제공된 나사를 사용해주세요
올바른 길이 선택에 주의해주세요

별도의 작업 표면 고정 설치  
지침에 따라 작업해주세요

중요
모든 위치에서 늘어나거나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케이블을 배치해주세요

중요
암이 데스크 고정부에  

적절히 들어갔는지 확인해주세요

FLO SPLIT  
클램프

상단 장착 클램프 데스크 투과

암 설정 표시기로 
여러대의 모니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설정으로, 
빠르게 조절기의 '
눈금을 지정'한 다음, 
필요한 경우 미세 
조정하여 모니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메모
모니터 암과 함께 제공되는 M4 알렌키를 클램프에 사용해주세요

중요
플라스틱 슬리브가 책상 고정부에 

장착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모니터의 무게에 맞게 암을 조정해주세요. 5

모니터가 모든 높이에서 
거치 될 수 있도록 
조절 나사를 조정해 주세요. 

VESA 플레이트의 슬롯에서 
알렌키를 제거해주세요.

모니터의 오프셋 중량에 맞게 VESA 
장력을 조정해주세요.

모니터가 테스크 위에서 수평으로 
균형을 이룰 때까지 장력을 
조정해주세요

알렌 키 사용

+  무거운 모니터

장력  
증가

장력  
감소

- 가벼운 모니터

케이블 클립을 설치하는 방법 9

  필요한 경우 보안 나사 사용 7
옵션

옵션

보안 나사는 모니터를 
암에 잠급니다 

  필요한 경우 모니터 기울기를 조정 8
옵션

모니터 기울기는 출고 시 설정에 
따라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모니터가 처지는 경우, 틸트 

조인트 아래의 조정기 나사를 
사용하여 장력을 조정해주세요.

중요

FLO 그로밋 장착

DYN/013/CSG100

중요
조절기의 눈금을 최소 혹은 최대 허용치 

이상으로 강제로 조정하지 마세요  (파손될 수 있음) 

DYN/013/C27

접
기

인쇄 크기 - A3       420MM X 297MM

4x

4x

최소 4 x 회 회전 
(1개 나사당) 

중요
클립은 항상 데스크 뒤쪽을 향해야 합니다

5A

6A

6B

5B

모니터 케이블을 케이블 매니지먼트에 설치해주세요 10

가로-세로 모니터 회전은 
최적의 성능을 위해 출고 시 
설정되어 있지만, 모니터가 
옆으로 처지면, 아래 설명에 
따라 회전 장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중요
암의 위치 교정
조정 시 암은 최대 높이에 위치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