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LIFE HAPPY

1모터 전동침대
제품 규격

HBA-133

전동

등받이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2150×980×400 mm
매트리스 규격: 1880×830×80 mm
허용 중량: 120kg
특이 사항: 높이는 주문자 요구에 따라 변경가능

400

980

85

2150

제품 특징
P.P. 헤드/풋 보드
탈부착이 용이한 플라스틱소재의
헤드/풋보드 장착하였으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매트리스
압축 소재의 매트리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레일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접이식 사이드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을 이용하여 손쉽게
등받이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식탁
플라스틱 소재의 접이식 식탁을 적용하여
식사, 독서 시 편리하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360˚회전하며 구름성이 좋은
5인치 바퀴를 적용하였으며,
원터치식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잠금 시 회전과 구름을
정지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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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터 전동침대
제품 규격

HBA-233

전동

등받이

다리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2150×980×400 mm
매트리스 규격: 1880×830×80 mm
허용 중량: 120kg
특이 사항: 높이는 주문자 요구에 따라 변경가능

980

400

40

85

2150

제품 특징
P.P. 헤드/풋 보드
탈부착이 용이한 플라스틱소재의
헤드/풋보드 장착하였으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매트리스
압축 소재의 매트리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레일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접이식 사이드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을 이용하여 손쉽게
등받이, 다리의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식탁
플라스틱 소재의 접이식 식탁을 적용하여
식사, 독서 시 편리하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360˚회전하며 구름성이 좋은
5인치 바퀴를 적용하였으며,
원터치식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잠금 시 회전과 구름을
정지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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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터 전동침대
제품 규격

HBA-333

전동

등받이

다리

높낮이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2150×980×400~700 mm
매트리스 규격: 1880×830×80 mm
허용 중량: 120kg

980

400~700

40

85

2150

제품 특징
P.P. 헤드/풋 보드
탈부착이 용이한 플라스틱소재의
헤드/풋보드 장착하였으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매트리스
압축 소재의 매트리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레일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접이식 사이드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을 이용하여 손쉽게
등받이, 다리의 각도 조절 및
침대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식탁
플라스틱 소재의 접이식 식탁을 적용하여
식사, 독서 시 편리하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360˚회전하며 구름성이 좋은
5인치 바퀴를 적용하였으며,
원터치식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잠금 시 회전과 구름을
정지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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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3모터전동침대
제품 규격

HBA-333L

전동

등받이

다리

높낮이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2150×980×250~600 mm
매트리스 규격: 1880×830×80 mm
허용 중량: 100kg

980

250~600

40

85

2150

제품 특징
P.P. 헤드/풋 보드
탈부착이 용이한 플라스틱소재의
헤드/풋보드 장착하였으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매트리스
압축 소재의 매트리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레일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접이식 사이드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을 이용하여 손쉽게
등받이, 다리의 각도 조절 및
침대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접이식 식탁
플라스틱 소재의 접이식 식탁을 적용하여
식사, 독서 시 편리하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360˚회전하며 구름성이 좋은
5인치 바퀴를 적용하였으며,
원터치식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잠금 시 회전과 구름을
정지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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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랭크 수동침대
제품 규격

HBM-133

수동

등받이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2150×980×400 mm
매트리스 규격: 1880×830×80 mm
허용 중량: 120kg
특이 사항: 높이는 주문자 요구에 따라 변경가능

400

980

85

2150

제품 특징
P.P. 헤드/풋 보드
탈부착이 용이한 플라스틱소재의
헤드/풋보드 장착하였으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접이식 사이드레일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접이식 사이드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접이식 식탁
플라스틱 소재의 접이식 식탁을 적용하여
식사, 독서 시 편리하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매트리스
압축 소재의 매트리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360˚회전하며 구름성이 좋은 5인치 바퀴를 적용하였으며,
원터치식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잠금 시 회전과 구름을
정지시켜줍니다.

크랭크 핸들
핸들을 회전시켜
등받이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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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크랭크 수동침대
제품 규격

HBM-233

수동

등받이

다리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2150×980×400 mm
매트리스 규격: 1880×830×80 mm
허용 중량: 120kg
특이 사항: 높이는 주문자 요구에 따라 변경가능

980

400

40

85

2150

제품 특징
P.P. 헤드/풋 보드
탈부착이 용이한 플라스틱소재의
헤드/풋보드 장착하였으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접이식 사이드레일
환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접이식 사이드레일을
적용하였습니다.

접이식 식탁
플라스틱 소재의 접이식 식탁을 적용하여
식사, 독서 시 편리하며,
오염 시 세척이 용이합니다.

매트리스
압축 소재의 매트리스를 적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360˚회전하며 구름성이 좋은 5인치 바퀴를 적용하였으며,
원터치식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잠금 시 회전과 구름을
정지시켜줍니다.

크랭크 핸들
핸들을 회전시켜
등받이 및 다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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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식 샤워트롤리
제품 규격

HB-700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1920×770×450~750 mm
샤워매트: 1750×550×230 mm
베게: 300×200×100 mm
허용 중량: 120kg

제품 특징

FRP 상판 적용
아크릴 소재가 아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상판을 제작하여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습니다.

원터치 사이드레일
해제 시 한손으로 해제장치 해제가 가능하며,
잠금 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작동합니다.

자바라식 배수구
길이 조정이 가능한
자바라식 배수구를
적용하여 배수가
용이합니다.

본체 프레임
스텐(Stainless Steel) 소재로 제작되어
녹이 나지 않습니다.
높낮이 조절용 유압실린더
페달을 밟아 유압실린더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Water Proof)
플라스틱과 스텐소재로 제작된 원터치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녹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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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샤워트롤리
제품 규격

HB-701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1920×770×700 mm
샤워매트: 1750×550×230 mm
베게: 300×200×100 mm
허용 중량: 120kg

제품 특징

FRP 상판 적용
아크릴 소재가 아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상판을 제작하여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습니다.

원터치 사이드레일
해제 시 한손으로 해제장치 해제가 가능하며,
잠금 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작동합니다.

자바라식 배수구
길이 조정이 가능한
자바라식 배수구를
적용하여 배수가
용이합니다.

본체 프레임
스텐(Stainless Steel) 소재로 제작되어
녹이 나지 않습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Water Proof)
플라스틱과 스텐소재로 제작된 원터치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녹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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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샤워트롤리
제품 규격

HB-702

(길이 x 폭 x 높이)/(±10mm)

본체 규격: 1920×770×500~750 mm
샤워매트: 1750×550×230 mm
베게: 300×200×100 mm
허용 중량: 120kg

제품 특징

FRP 상판 적용
아크릴 소재가 아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상판을 제작하여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습니다.

원터치 사이드레일
해제 시 한손으로 해제장치 해제가 가능하며,
잠금 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작동합니다.

자바라식 배수구
길이 조정이 가능한
자바라식 배수구를
적용하여 배수가
용이합니다.

높낮이 조절용 엑츄에이터 및 리모컨
리모컨을 이용하여 전동 엑츄에이터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충전식배터리로 전원공급
(덴카크 Linak사)
본체 프레임
스텐(Stainless Steel) 소재로 제작되어
녹이 나지 않습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Water Proof)
플라스틱과 스텐소재로 제작된 원터치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녹이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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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상 머리 세발기
제품 규격

(길이 x 폭 x 높이)/(±10mm)

세발기 규격: 480×380×130 mm
방수시트 규격: 1000×600 mm
재질: PP (폴리프로필렌)

380

130
85

480

제품 특징

배수구
배수구가 바닥 방향이 아닌 바닥 옆면으로 제작되어
배수가 원활하며 침상 사용에 편리합니다.
머리받침
사용자의 머리를 받쳐주는 부위

목받침
사용자의 목을 받쳐주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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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침대구동기구

HBU-100

제품 설명

의료용침대구동기구란?
기존 수동식 침대의 등받이 각도조절부인
크랭크핸들을 탈거하고 전동모터장치를
장착하여 리모컨으로 전동모터를 구동시켜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의료용침대구동기구 장착 시 장점:
- 침대 교체비용의 절감
- 크랭크 조작 공간에 장착함으로 별도의
돌출 부위가 없음
- 현장 근로 환경 개선 및 산재 사고 예방

제품 특징
HBU-100 설치 전후 비교

수동크랭크

HBU-100 장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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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리프트

HBA-133

제품 설명

허용중량 HB-110: 150kg
HB-106: 120kg
체중계 옵션
접이식 보관

HB-110

HB-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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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스크린

HBU-011(1단) / HBU-012 (2단)

제품 규격 및 특징

규격 (높이 x 폭)/(±10mm)
1단: 1400×880 mm
2단: 1400×1790 mm

특징
- 스테인레스 소재 사용
- 2인치 우레탄 바퀴 적용
- 조립식 설치 (조립공구포함)
※ 배송 받은 후 현장조립제품입니다.
- 색상

HBU-011
이동식 스크린(1단)

- 국내제조 (제조원: 해피베드)

HBU-012
이동식 스크린(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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