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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제품은 환자나 고령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전손잡이입니다.

MSH-505

500(L)mm X 620(W)mm X 645(H)mm

8.6kg

80kg

스테인레스 스틸(SUS), 플라스틱        

제품명

제품규격

제품무게

안전동작하중

제품재질

명칭 수량

1

1

2

안전손잡이 완제품

설명서

고정형 사출물

2. 제품 구성

1. 제품 사양



1)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가 화장실에서 좌변기를 사용할 때

    착석과 기립을 지원해주며 낙상예방에 도움이 되는 안전손잡이

    이며 사용자가 스스로 안락한 배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2) 본 제품은 다양한 형태의 좌변기에 범용적인 장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3) 본 제품은 간편한 조작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본 제품은 경사에 맞춰 받침대 노브로 수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제품 소개



 1) 제품설치 전 설명서에 명시 된 제품의 규격과 설치장소의

     여유공간을 확인 후 설치하여 주십시오. 

 2) 설치 전 볼트 및 연결부분이 단단히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3) 가급적 평평한 바닥부분을 찾아서 물기를 제거하고 설치

     하여 주십시오.

 4) 본 제품을 좌변기에 밀착한 후 안전손잡이 양측면의 고정

     노브를 돌리면 노브의 볼트가 변기에 밀착, 고정시키게

     됩니다.

     (과도한 고정으로 변기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5) 본 제품이 좌변기에 흔들림 없이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하십시오. 단단히 조립되지 않은 경우 파손이나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6)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은 파손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십시오.

 7)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조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el. 1577-5195)

4. 제품사용 전 주의사항



5. 제품의 설치 방법

① 제품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합니다.

② 앞쪽의 범퍼노브가 변기에 닿을

    때까지 밀어줍니다. 범퍼노브가

    밀착되고  양쪽에 공간이 균등한지

    확인합니다.

③ 양쪽 앞돌기가 변기에 밀착 되도록

    고정 노브를 조절하여 변기에 고정

    시킵니다.

※과도한 고정으로 변기 파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6. 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명(품명) : 안전손잡이
단체표준번호 : KSPA 5001
인증번호 : 제877호(20220504-1)
모델명 및 모델 고유번호: MSH-505
제조년월 : 
제조자명 : (주)엠씨텍
A/S 전화번호 : 1577-5195
제조국명 : 한국

품  질  보  증

본 제품은 단체표준인증단체인 당 협회에서 단체표준제품임을 보증함
(사)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7. 팔걸이 사용 방법

① 필요에 따라 팔걸이를 올려서 세울 경우 조인트피스(연결부분)의
    측면 버튼을 누르면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② 팔걸이를 내리면 자동으로 잠겨 고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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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개조에 의한 고장이나 파손

   3) 보증서를 분실 또는 수탁 판매점의 직인이 없을 때

   4)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및 파손

3. 보증기간 외의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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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손잡이

MSH-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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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엠씨텍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66번길 48-1
TEL 1577-5195 | FAX 055-323-5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