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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설 명 서

목욕의자 MSC-4352



제 품 명 : 목욕의자 MSC-4352

규   격 : 본품 830(L) x 670(W) x 940(H) mm

          시트 420(L) x 400(W) x 60(T) mm

          손잡이 680~730(H) mm

무   게 : 12.8kg

등판각도조절 : 100~150°

안전동작하중 : 80kg

재   질 : 본품-알루미늄, 시트-방수 PVC

제 조 국 : 중국

특수 알루미늄 소재의 다기능 목욕의자입니다.

등판 각도 및 팔걸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후방 바퀴 전체에 브레이크를 장착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머리 받침대가 있어 사용자의 편안한 샴푸를 도와줍니다.

등판 각도 조절 가능 팔걸이 높낮이 조절 가능

제품의 사양

제품의 특징

본 제품은 환자나 고령자의 목욕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욕의자입니다.



정해진 용도이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가급적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은 파손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십시오.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세척 후 충분히 건조하여 사용하십시오.

장기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머리 받침대 타입 후방 손잡이 타입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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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조립 방법 본체 조립 방법

1. 조립 전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지지대에 임시로 체결되어있는
   볼트와 부속품을 확인합니다.

3.볼트를 이용하여 등판과 지지대를
  연결시킵니다.

4. 순서에 유의하며 견고하게 고정
   시킵니다.

5.등판프레임과 머리판을 연결시킵니다. 6. 완성된 모습을 확인합니다.



제품의 조립 방법 등판프레임 변경 방법

1. 고정볼트를 풀어 손잡이를 뺍니다. 2. 지머리판 교체 후, 고정볼트로
   고정시켜 줍니다.

제품의 조립 방법 팔걸이 높낮이 조절 방법

1. 팔걸이 높낮이 조절 2. 고정볼트를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 줍니다.

3. 버튼을 눌러 팔걸이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4. 고정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풀어 줍니다.



   

제품의 조립 방법 브레이크 잠금 방법

1. 앞바퀴 페달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ON으로 표시된 부분)

2. 앞바퀴의 제동생태를 확인합니다.

3. 뒷바퀴 브레이크 레버를 움직여서
   밀착시킵니다.

4. 뒷바퀴의 제동상태를 확인합니다.

   

1. 발판사용시 발판지지대를 클립에
   꽂아 사용합니다.

2. 발판 미사용시 발판 지지대를
   접어둡니다.

제품의 조립 방법 발판지지대 사용 방법



단체표준명(품명) : 목욕의자
단체표준번호 : KSPA2003
인증번호 : 제732호(20200221-1)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MSC-4352
제조년월 : 
제조자명 : 
A/S 전화번호 : 1577-5195
제조국명 : 중국

품  질  보  증

본 제품은 단체표준인증단체인 당 협회에서 단체표준제품임을 보증함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단체표준인증 및 우수제품인증

제품의 조립 방법 등판 각도 조절 방법

1. 등판 각도 조절시 안전핀으로
   고정합니다.

2. 좌측의 고정용 안전핀을 분리
   시킵니다.

3. 버튼을 눌러 원하는 각도로
   조절합니다.

4. 좌측의 고정용 안전핀을 결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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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명

제    품    명

구    입    일

목욕의자

MSC-4352

년      월      일

고   객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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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