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  질  보  증  서

보  증  규  정

   

1. 보증기간
   제품의 정상적인 상태하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1년간 보증하여 드립니다.
2. 보증수리 제외사항
   1)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및 조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2) 당사 지정 수리요원 외 제3자가 수리하였거나 부당한 수리 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
   3) 보증서를 분실 또는 수탁 판매점의 직인이 없을 때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3. 보증기간 외의 수리
   보증기간 경과 후의 수리 요청 시에는 소정의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4. 기타
   본 보증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됩니다.

고객께서 구입하신 본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보증하여 드립니다.

보증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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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침대용 사이드레일

MBS-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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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주소(상호)

성  명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1. 제품 구입시 공란의 내용을 필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2. 본 제품은 출고시 엄밀한 품질관리를 거쳐 생산된 제품입니다.

3.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이나 도금형태가 변질되어 사용불능일 경우,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보증하여 드립니다.

4. 본 보증서는 재발행되지 않으며,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5. A/S 및 문의처 : 1577-5195 / 055-323-5195

제품문의 : (주)엠씨텍  1577-5195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66번길 48-1
www.mctec.co.kr

사 용 설 명 서

일반침대용 사이드레일

MBS-200



사용설명서를 보고 구성품을 조립한 다음 견고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침대의 왼편, 오른편 중 본 제품을 설치할 곳을 정합니다.

침대프레임위에 본 제품의 수평(베이스튜브)부분을 설치하고 매트리스를
올리면 그 하중으로 고정이 됩니다.

전면부의 지지형 다리는 높이(21~31cm)를 조절하여 바닥에 고정합니다.

상부의 손잡이에 장착된 커버포켓에 간단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침대 오른쪽, 왼쪽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조립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방지 폼으로 처리하여 부드럽고 편안함을 주는 손잡이입니다.

침대프레임 위에 베이스튜브를 설치하고 매트리스의 하중으로 고정합니다.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바닥에 착지되어 안정감 있는 지지형 다리의 
사이드레일입니다.

단체표준명(품명) : 고령자용 침대 사이드레일
단체표준번호 : KSPA 1017
인증번호 : 제868호(20220310-2)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MBS-200
제조년월 : 
제조자명 : (주)엠씨텍
A/S 전화번호 : 1577-5195
제조국명 : 대한민국

품  질  보  증

본 제품은 단체표준인증단체인 당 협회에서 단체표준제품임을 보증함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제품의 사양

제품의 특징

제품의 사용방법

본 제품을 사용할 때는 설명서를 잘 읽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기립 보조제품이므로 이를 밀거나 당긴다던지 하는 무리한
동작을 삼가하시고 주로 앉거나 일어설 때 수직으로 짚으면서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안전벨트(별매품)를 침대 프레임의 반대편에 연결시켜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중 문의점이 있으면 A/S센터로 연락바랍니다.(1577-5195)

제품의 주의사항

단체표준인증 및 우수제품인증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이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 사용하시고
 이후에도 설명서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ㆍ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환자가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침대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사이드레일 입니다.

ㆍ본 제품은 침대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사이드레일의 베이스를

   간편하게 거치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현대적인 사이드레일 디자인은 어떤 침실에도 잘 어울리고 다양한 침대에

맞게 제작되어 손쉽게 조절할 수도 있으며,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편암함을 제공합니다

제품명 : 일반침대용 사이드레일 MBS-200

규  격 : 860(L)mm x 535(W)mm x 750~850(H)mm

무  게 : 3.5kg

재  질 : 스테인레스 스틸(SUS), 고무, 아연다이케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