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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뒤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추후 필요한 경우 다시

보실수있도록잘보관해주시기바랍니다.



1. 제품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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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브레이크

휴식의자

높낮이조절나사

잠금해제버튼

X자프레임

뒷바퀴

앞바퀴

속도조절레버

등받이
(양쪽손잡이에부착)

구성품

완제품 1대, 가방, 등받이, 우산꽃이, 설명서, 수리키트



2. 안전사용을위한길잡이

〮본 제품은 정상적인 보행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보행보조제품입니다.

〮제품의본래목적의외의용도로사용을금합니다.

〮제품 사용 시 손잡이에 기대어 차체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 하시

기바랍니다.

〮경사가 심한 곳, 지면이 고르지 않거나 물이나 기름이 덮인 미끄러운 곳에

서는사용하지마십시오.

〮사용전사용자의체형에맞게손잡이를조절하십시오.

핸들의높이를조절하는것은자세에영향을주기때문에매우중요합니다.

허리가굽어통증이생길수있고, 제품의전복이발생할수있습니다.

허리를편자세로사용할수있도록조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자에앉기전에는안전을위해항상브레이크를아래로내려바퀴를고정

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의로제품을분해하거나강한충격을가하지마십시오.

〮보관시구동부위의이물질을제거후보관하시기바랍니다.

〮제품 관리 시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시고, 세척은 부드러운 천을 이용

하시기바랍니다.

〮수시로바퀴와브레이크를점검하고, 필요시교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장시임의로수리하지마시고, 판매점등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야간사용시의안전을위해반사테이프와 반사경을가리지않도록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아래의 항목들은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 이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수칙을 무시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제품으로 신체를 지지하여도 보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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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S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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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연 락 처

주 소

모 델 명

구 입 일 자

구 입 처

증 상

㈜ 엔티바이오

본사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255번길 4-49

고객문의 : 031)532-5987 - 8



6. 보증서＆인증현황

배상책임보험 1억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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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성인용 보행기

모델명 : SPACE

안전확인신고번호 : B201H003-19001



3.사용방법

1. 빨간색버튼을눌러잠금을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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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장좌우프레임을누르며 ‘딸깍’ 소리가날때까지펴줍니다.

이 때, 손은 반드시 프레임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제품이 정상

적으로 펼쳐지면 아래 그림과 같이 폴딩레버가 결합됩니다.

(제품이완전히펼쳐지면, 안장프레임좌측하단폴딩레버가결합됩니다.)

3. 제품을접을때에는펼때와반대의과정으로안장의손잡이를

당겨준뒤빨간색버튼이잠길때까지안장좌우프레임을안쪽

으로밀어줍니다.



- 편하게기댈수있는등받이

- 6단계까지조절가능한높이조절장치

- 걸음걸이에따라속도조절가능

4. 제품의장점

- 5.6kg의가벼운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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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오른쪽회전 : 잠금(바퀴속도천천히)

- 나사왼쪽회전 : 풀림(바퀴속도빠르게)

- 레버올림 : 풀림

- 레버내림 : 잠금

레버를올려놓을경우나사의상태가잠금이더라도

영향을받지않습니다.



5. 기재사항

Space
최대 체중 100Kg

시트높이 53cm

시트 폭 46cm

규격 62.5(W) ×65.5(D) ×78-92(H) cm

가방 사이즈 34 × 26 × 20cm

가방 최대적재하중 5kg

무게(+가방) 5.62Kg(+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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