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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변기 DA-C200
사용설명서

(주)Dae-A



각부의 명칭 및 제품사양

본체 조립방법

1. 좌편 프레임 펼치기
등받이와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 주면서 펼칩니다.

2. 변기통 삽입
가운데 틀에 변기통을  넣어 
줍니다.(사용후에는 변기통 
덮개를 닫아보관하십시오)

3. 좌면시트 내리기
좌면시트를 내리고, 잠금레바를 
고정해 줍니다.

등받이

팔걸이

 좌면시트

변기통

잠금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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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관방법

제품 주의사항

제품 품질표시

1. 용도 이외에 사용및 임의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2. 팔걸이에 기대지 마십시오.
3. 접히는 부분에 손이나 신체부위가 끼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4. 제품에 올라서거나 받침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5. 화기옆에 두지 마십시오.
6. 제한 중량 초과자는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7. 평탄한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8.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9. 반드시 좌면 시트를 내리고 사용하십시오.

● 단체표준명(품명) : 이동변기
● 모델명 및 모델고유번호 : DA-C200

● 단체표준번호 : KSPA 3002
● 재질 : 알루미늄합금, PE외
● 규격 : 펼쳤을 때 : 59cm(가로)X58cm(세로)X82cm(높이)/좌면높이 44.5cm
            접었을 때 : 59cmX16cmX87cm
● 무게 : 약 3.5kg
● 최대이용자하중 : 95kg 이하
● 제조국명: 중국
● A/S 전화번호: 031-947-9596

변기통을 분리한후 접어서 보관하십시오. 
(상단의 조립방법의 반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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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문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장릉로 51번길 35-27
TEL:031-947-9596  FAX:031-947-9508

(주)Dae-A

제품보증서
제품보증에 관하여

1. 본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구입 후 1년간 무상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아래의 경우에는 무상 A/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
   - 사용자 임의의 내/외부 개조로 인한 고장
   -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화재,수해 등)
   - 소모성 부품의 마모 또는 수명이 다한 경우  
   - 당사가 지정한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한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시기 전에...

1. 사용설명서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십시오.
2. 확인 후 이상이 있을 때는 구입처에 연락 하시거나 당사 
   고객 센터에 연락해 주시면 신속 정확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수 사항에 관하여

1.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2. 보증서를 보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DA-C200

제  품  명 구 입 일 자

단체표준명(품명)

단체표준번호

인증번호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제조년월

수입자명

A/S 전화번호

제조국명

품질보증 

본 제품을 단체표준인증단체인 당 협회에서 단체표준제품임을 보증함.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이동변기

KSPA 3002

제635호(20190716-2)

DA-C200

별도표기

(주)대아

031-947-9596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