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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1800Turning 

-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

포장단위 : 1SET

품목허가번호 : 제허 11-752호

피부트러블이 날 수 있으니 면이나 얇은패드를 위에 깔고 사용해주세요.주의사항









CPR 

매트리스

11. 안전동작하중을 초과한 자에게 사용하지 말 것

12. 매트리스를 잡고, 일어나거나 앉지 말 것

13. 좌면이나 바닥에 접하는 부분 미끄러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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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 및 보수방법

제품보증서

18

기기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제거하십시오.

기기의 공기 배출구와 매트리스의 공기 주입구에 연결된 호스를 제거하십시오.

매트리스 공기방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십시오.

호스는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잘 감으십시오.

모든 내용물을 비닐로 포장하여 사용전과 같은 상태로 박스에 보관하십시오.

물, 먼지,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직사광선이 쏘이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십시오.

보관조건 : -20   ~ 60   , 습도 95% 이하에서 보관하십시오.

세      척 : 기기 세척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제거하시고 마른천에 물이나 

               중성세제를 뿌려 기기의 표면을 닦으시고 마른천으로 닦아주세요. 

               물이나 중성세제를 많이 사용하면 기기의 성능 저하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세척시는 물이나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매트리스 표면을 닦아주시고

               마른천으로 물기를 닦아내시고 건조후 비닐로 포장하여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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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구  입  일
보증기간

사  용  자
성    명
주    소

모  델  명
욕창예방 매트리스

AD-1800 Turning

* 본 제품은 탁월한 기술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 소비자의 정상 사용중 1년 이내의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고장이 생겼을 때 수리나 

  부품의 교환을 무상으로 해드릴 것을 보증합니다. (무상보증기간 : 펌프 1년, 매트리스 6개월)

*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상의 부주의, 서비스요인 이외의 수리나 개조,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이라도 최소한의 유상 비용으로 수리 또는 부품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 사용도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거나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보증서는 대리점에서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드리므로 기재된 내용을 꼭 확인한 후 잘 보관해 두십시오.

* 제품 A/S는 택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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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스위치 누르기(기계왼쪽 초록색 스위치)

전원 버튼 누르기

위쪽 오른쪽 창에             이 뜰때까지 바람넣고 기다리기→

SP 3

▼

▼

▼

▼

이뜨면         버튼을 눌러서     이 뜨고 잠시후 자동으로 다시     으로 바뀐다.3 UL
장금장치 해제

3

       창밑에 자동터닝 버튼을 눌러서     라는 문구가 뜨고 맨밑하단 부분에
         녹색불이 뜨면 자동터닝 시작 좌측부터 시작 (주황색불 들어오면 시작)

CP

하단부분 침대 고리를 잡고 밑으로 내려서 당기면 손쉽게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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