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 · 간병현장에서 
환자이동 문제를 한번에 해결!

이승보조기기란?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환자를 필요한 장소나 위치로 이동시키는 기구입니다.

·  기존 이승 장치와 같이 환자를 매달기 위한 슬링 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이 가능합니다.

·  두 사람의 시중이 필요했던 이승 시중을 한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  이승 시 발생되는 낙상 방지에 매우 적합합니다.

·  다 기능 휠체어형 이승보조기기는 한 대로 휠체어, 샤워의자, 이동변기, 식탁의자 등 여러기능의 

   의자 역할을 수행하여 이승을 최소화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보호자 모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보조기기    
부축하기, 들어올리기, 이동하기와 
같은 힘든 작업은 이제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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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형 다기능 환자 이승리프트 D11
Multifunctional patient Transfer Lift Chair

● 제품사양

모델명 D-11

제품 무게 35 kg

제품 사이즈 W 595  X  L 883 X  H 965 mm

좌석 너비 53 mm

침대 최하 높이 180 kg 

출입문 최소 너비 10 cm

리프트 고도 최저 80 cm 최대 95cm

무소음 바퀴 적용 O

배터리 사용 O

구성품 이승의자, 충전기, 시트쿠션, 시트벨트

화장실 - 환자가 쉽게 화장실에 갈 수 있습니다.     

목욕 - 본체 전체  방수 및 녹 방지 설계로, 목욕의자로 사용

          가능합니다. 젖거나 녹이 슬 우려가 없습니다. 

식탁 - 4륜 캐스터 브레이크, 안전하고 미끄럼 방지 설계로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즐기세요.

외출 - 의료용 범용 바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미끄럼을 방지 

          합니다. 

          간편히 이동해서 오랜 침대생활과 작별하세요. 

등받이가 180° 개폐가 가능하여 환자를 들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동으로 인한 간병인 부상, 환자 낙상 등 2차 

피해를 감소 시킵니다.  

키를 눌러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절합니다. 

다양한 현장의 높이 차이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의 높이가 10cm로 낮아, 침대 아래에 쉽게 끼워 

넣을 수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자세에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등받이만 따로 원터치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

하고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생활 현장에서 활용 

180 ° 개폐 등받이

전동 원터치 높이 조절

침대 최저 높이 10cm 까지 가능 

인체공학적  등받이

기존제품                       자사제품

딱딱한 등받이
넓은 등받이판

자세에 적응 불가능
분리 불가능

유연한 등받이
넓은 등받이판

자세에 유연한 적응
분리 가능

의료기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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