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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용설명서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엔티바이오



알   림

㈜엔티바이오의 전동침대를 구입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품은 노약자, 장애우 및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로서,
사용방법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고 숙지하신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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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제품이 개선될 경우 개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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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

높이조절 모터
전원 입력 AC 220V / 출력 24V

소비전력 (W) 80
승강높이 (mm) 약 310
승강시간 (초) 약 20
허용하중 (kg) 160

모터형식 마이크로 모터
브랜드 Jiecang

보호등급 IP 54

등판넬 상승 모터
전원 입력 AC 220V / 출력 24V

소비전력 (W) 80
경사각 ( ˚) 0 ~ 75

승강시간 (s) 약 22
모터형식 마이크로 모터
브랜드 Jiecang

보호등급 IP 54

다리판넬 상승 모터
전원 입력 AC 220V / 출력 24V

소비전력 (W) 80
경사각 ( ˚) 0 ~ 30

승강시간 (초) 약 6
모터형식 마이크로 모터
브랜드 Jiecang

보호등급 IP 54



본체
폭 (mm) 970

길이 (mm) 2140

총중량 (kg) 94

바닥높이 (mm) 310 ~ 650 (높낮이 조절 최대값)

주요재질
프레임 스틸

판넬 스틸

매트리스

머리판, 다리판 PP

판넬
등받이 (mm) 780

엉덩이 (mm) 190

허벅지 (mm) 320

다리 (mm)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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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항목들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수칙이오니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20V 이외의 전원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기기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과도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할 때는 사전 점검을 한 후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
∙ 엎드린 상태에서는 상, 하체 기울기의 조작을 금한다.
∙ 제품에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
∙ 어린이가 혼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이동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바퀴가 고정 된 상태에서 사용한다.
∙ 침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분해를 하지 않는다.
∙ 매트리스에 오염이 생겼을 경우 세척 및 소독 후 사용한다.
∙ 물에 젖지 않도록 한다.
∙ 기가 고장일 때는 함부로 만지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한 후 수리 및
   교정 또는 검사 후에 사용한다.
∙ 하강 시 프레임 사이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조작한다.
∙ 되도록 직사광선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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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컨 사용방법

  ❏ 제품 사용방법
   1) 기기의 설치 (사용 준비)
    - 침대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위치를 정한다.
    - 환자의 체형에 맞게 침대의 높낮이를 조절한다.
    - 자리 배치 및 조절이 완료되면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를 고정한다.

   2) 기기의 점검
    - 기기의 전압(220V)를 확인한다.
    - 스위치의 접속 상태, 극성 등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확한 작동을 확인한다.
    - 전체 코드의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 리모컨의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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