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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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명 구 입 일 자

단체표준명(품명)

단체표준번호

인증번호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제조년월

수입자명

A/S 전화번호

제조국명

품 질 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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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해소기

KSPA-1019-1953

제658호 (20200207-1) R-7615M

R-7615M

별도표기

주식회사 대아

031-947-9596

중국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와 보호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하여 읽고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휠체어를 이동하거나 
가볍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의 제작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설치면에서 움직이기 쉬운 경우
제품 뒷면에 부착되어있는 양면테이프를 
설치면에 부착하여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높낮이 차이를 확인하고 하단의 규격표를 참조하여 
높낮이 차이와 동일한 높이의 경사로(실내용)를 선택하십시오.

제품에 모래나 눈이 있으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젖어 있는 경사로(실내용)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사로(실내용)가 설치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제품을 직사광선과 열을 피해 두십시오.
제품을 구부리거나 제품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장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은 부드러운 휠체어 이동과 보호자의 보행을 전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뛰어 밟거나 비틀거나 던져서 제품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사용하며 제품의 색상이 나빠질 수 있지만 
사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사로(실내용)의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하십시오.

보관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세워놓으면 제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의 장소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털솔이나 천을 사용하여 물로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60℃이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 가정용 세제(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유기용제(예:시너, 벤젠), 강알칼리 또는 강산이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독하는 경우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곳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제품을 밀착해 
놓으십시오.

용도

바닥에 고정할 때

사용방법

주의사항

관리방법

보관방법

규      격

유효너비

너비

높이

깊이

R-7615M

경사로 (실내용) 

R-7615M

재질 : PVC(폴리염화비닐)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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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명 구 입 일 자

단체표준명(품명)

단체표준번호

인증번호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제조년월

수입자명

A/S 전화번호

제조국명

품 질 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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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해소기

KSPA-1019-1953

제659호 (20200207-2) R-7620M

R-7620M

별도표기

주식회사 대아

031-947-9596

중국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와 보호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하여 읽고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휠체어를 이동하거나 
가볍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의 제작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설치면에서 움직이기 쉬운 경우
제품 뒷면에 부착되어있는 양면테이프를 
설치면에 부착하여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높낮이 차이를 확인하고 하단의 규격표를 참조하여 
높낮이 차이와 동일한 높이의 경사로(실내용)를 선택하십시오.

제품에 모래나 눈이 있으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젖어 있는 경사로(실내용)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사로(실내용)가 설치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제품을 직사광선과 열을 피해 두십시오.
제품을 구부리거나 제품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장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은 부드러운 휠체어 이동과 보호자의 보행을 전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뛰어 밟거나 비틀거나 던져서 제품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사용하며 제품의 색상이 나빠질 수 있지만 
사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사로(실내용)의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하십시오.

보관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세워놓으면 제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의 장소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털솔이나 천을 사용하여 물로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60℃이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 가정용 세제(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유기용제(예:시너, 벤젠), 강알칼리 또는 강산이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독하는 경우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곳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제품을 밀착해 
놓으십시오.

용도

바닥에 고정할 때

사용방법

주의사항

관리방법

보관방법

규      격

유효너비

너비

높이

깊이

R-7620M

경사로 (실내용) 

R-7620M

재질 : PVC(폴리염화비닐)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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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명 구 입 일 자

단체표준명(품명)

단체표준번호

인증번호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제조년월

수입자명

A/S 전화번호

제조국명

품 질 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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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해소기

KSPA-1019-1953

제660호 (20200207-3) R-7630M

R-7630M

별도표기

주식회사 대아

031-947-9596

중국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와 보호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하여 읽고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휠체어를 이동하거나 
가볍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의 제작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설치면에서 움직이기 쉬운 경우
제품 뒷면에 부착되어있는 양면테이프를 
설치면에 부착하여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높낮이 차이를 확인하고 하단의 규격표를 참조하여 
높낮이 차이와 동일한 높이의 경사로(실내용)를 선택하십시오.

제품에 모래나 눈이 있으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젖어 있는 경사로(실내용)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사로(실내용)가 설치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제품을 직사광선과 열을 피해 두십시오.
제품을 구부리거나 제품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장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은 부드러운 휠체어 이동과 보호자의 보행을 전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뛰어 밟거나 비틀거나 던져서 제품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사용하며 제품의 색상이 나빠질 수 있지만 
사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사로(실내용)의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하십시오.

보관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세워놓으면 제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의 장소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털솔이나 천을 사용하여 물로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60℃이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 가정용 세제(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유기용제(예:시너, 벤젠), 강알칼리 또는 강산이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독하는 경우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곳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제품을 밀착해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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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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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품  명 구 입 일 자

단체표준명(품명)

단체표준번호

인증번호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제조년월

수입자명

A/S 전화번호

제조국명

품 질 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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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해소기

KSPA-1019-1953

제661호 (20200207-4) R-7640M

R-7640M

별도표기

주식회사 대아

031-947-9596

중국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와 보호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하여 읽고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이 제품은 실내와 실외 바닥의 작은 높낮이 
차이를 없애 안전하게 휠체어를 이동하거나 
가볍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경사로(실내용)입니다.
이 제품의 제작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설치면에서 움직이기 쉬운 경우
제품 뒷면에 부착되어있는 양면테이프를 
설치면에 부착하여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바닥의 높낮이 차이를 확인하고 하단의 규격표를 참조하여 
높낮이 차이와 동일한 높이의 경사로(실내용)를 선택하십시오.

제품에 모래나 눈이 있으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젖어 있는 경사로(실내용)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사로(실내용)가 설치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십시오.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제품을 설치하십시오,
제품을 직사광선과 열을 피해 두십시오.
제품을 구부리거나 제품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장소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은 부드러운 휠체어 이동과 보호자의 보행을 전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뛰어 밟거나 비틀거나 던져서 제품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사용하며 제품의 색상이 나빠질 수 있지만 
사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경사로(실내용)의 표면의 먼지 등을 제거하십시오.

보관할 때 먼지를 제거하고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세워놓으면 제품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고온의 장소에 제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털솔이나 천을 사용하여 물로 씻으십시오.
뜨거운 물(60℃이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반 가정용 세제(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유기용제(예:시너, 벤젠), 강알칼리 또는 강산이 포함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소독하는 경우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십시오.

높낮이 차이가 있는 곳에 빈틈이 
남지 않도록 제품을 밀착해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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