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이원의료기산업 

천년BED ST-3 (3 Motor)

User Manual / 사용설명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

다.

이 사용설명서는 읽으신 후에도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주소 및 연락처

본사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안산동길 88-26

고객센터 : 1588-4979

※ 제품규격

▪ 제품명 : 고령자용 전동3모터 침대

▪ 모델명 : 천년BED ST-3



▪ 제품규격 : 외측 2,120㎜ x 940㎜ x 315~618㎜ (±20㎜, 매트리스 제외)

              내측 1,980mm x 915㎜ (±20㎜) 

▪ 매트리스지지대와 헤드/풋보드 상단 높이 : 344㎜

▪ 매트리스 : 1,900㎜ x 820㎜ x 90㎜

▪ 등판 동작 각도 : 0° ~ 75°±5°

▪ 다리판 동작 각도 : 0° ~ 24°±5°

▪ 안전하중 : 180 Kg

▪ 제품하중 : 95kg±3 (매트리스제외)

▪ 전원 : 220V, 60Hz

▪ 소비전력 : 300VA

※ 각 부분의 명칭

▶ 헤드/풋 보드(①,②번)

P.P 재질로 머리쪽과 다리쪽에 부착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침대 내에서 위/

아래로 이탈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조립방법

헤드/풋 보드는 별도 공구 없이 설치를 하실 수 있으나, 임의로 헤드/풋 

보드를 제거 하시면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낙상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직원 외 개조 및 제거하지 마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사이드레일(③ 번)

사이드는 사용자가 침대에서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됩니다. 본 제품

의 사이드는 분절로 되어 있어 사용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PP소재는 가볍게 

설계되었습니다. 

조립방법

사이드레일은 침대의 양쪽에 사이드레일 삽을 홀을 통해 설치 및 분리가 

가능합니다. 사이드는 분리 후 별도 보관 할 수 있습니다.

▶바퀴(④번)

침대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침대 본체 프레임의 4부분에 각각 브레이크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바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침대의 이동 후 꼭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 후 침대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움직일 시 제품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리모컨(⑤)

① 버튼을 누르면 최저 0° ~ 75°±5° 로
   등받이가 올라갑니다.
② 버튼을 누르면 75°±5° ~ 0°까지
   등받이가 내려옵니다. 
③ 버튼을 누르면 다리쪽 부분이 최저 
   0° ~ 24°±5°까지 올라 간다.
④ 버튼을 누르면 다리쪽 부분이 최고
   24°±5° ~0°까지 내려 온다.
⑤ 버튼을 누르면 침상이 315mm~ 618mm  
   까지 올라 간다.
⑥ 버튼을 누르면 침상이 618mm~315mm
   까지 내려 온다.



사용 전 주의사항

1. 제품 사용 전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꼭 본 설명서를 숙지한 후 

   사용해 주십시오.

2. 침대는 1인용 이므로 2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하중 180Kg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3. 경사가 지지 않은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4. 전원플러그 콘센트에 정확하게 꽂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5. 사용 전 주위에 물기를 제거 하여 주십시오.

6. 사용 전 꼭 침대의 바퀴를 브레이크를 이용하여 잠궈 주십시오.

7.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원 플러그를 만지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8. 침대 사용 전 반드시 작동 부분에 이물질을 제거 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1. 간병 시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2. 리모컨은 꼭 사이드레일에 걸어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침대 사용 중 신체의 끼임이나 어린아이가 침대 하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구동장치 이상 시 매트리스 지지판을 수평 상태로 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누워 있을 경우 꼭 사이드레일을 삽입하여 주시고 레바를

   잠금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하체보다 상체를 낮추는 체위를 취하지 말아 주십시오.

7. 침대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침대를 작동하시면 허리 및 목 부분에 부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8. 화기 근처에 침대를 두시면 침대 변형, 화재,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9. 필요 시 간병인이 반드시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는 이렇게 하세요(간단 고장, 이상 구별 및 처리방법)

증상 원인 해결방법

전체기능 및 

부분기능

작동 불량

 ■ 전원 플러그 콘셉트 

    접속불량

 ■ 전원 코드의 콘센트 

    접속을 확인해 주세요.

 ■ 리모컨잭의 컨트롤러  

    접속 불량

 ■ 리모컨잭이 컨트롤러와

    완벽히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모터케이블 잭 컨트롤러 

    접속 불량

 ■ 모터잭과 컨트롤러가 

    완벽히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위의 점검 사항을 확인 하시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전원을 꺼 주시고 구입

처나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