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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미사용시

디지털 넘버락

RFID 디지털락일자형 키

등판 기울기 조절

발판 기울기 조절

상판 높낮이 조절

올림 내림

침대

상두대

병실 series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편안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성과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환자용과 보호자용 침대 모두 일반형에서 고급형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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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으로 환자가 직접 침상 높낮이와 상하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리모컨을 방수처리하여 
안심하고 세척할 수 있습니다. 3개 모터가 개별 작동하여 구동력은 강하고, 소음은 최소화했으며, 
높이 조절 시 흔들림 없이 수평으로 움직여 안전합니다. (전동식)

위생적이고 견고한 소재로 제작한 식탁은 
하강 시 소음 및 충격 방지 장치를 설치했으며, 
이물질 흐름을 방지하는 테두리선과 그립감을 
위한 타원형 홀을 적용했습니다.

상부장은 별도 손잡이 없이 도어 자체로 
개폐가 가능해 깔끔합니다.

고급 알루미늄 손잡이는 여닫을 때만 코어 
부위가 안쪽으로 젖혀져 제어되어 동선에 
걸리적거림이 없고, 평상시 먼지 등 불순물 
유입을 방지합니다.

헤드보드와 풋보드는 항균 처리한 ABS 사출 
소재로 제작하여 위생적이며, 원터치 방식으로 
간편하게 탈부착할 수 있습니다.  
(HCB2101, HCB2102, HCB2103)

환자 및 보호자의 물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별도 잠금 장치로 안전합니다.

잠금장치는 일자형 키와 물리식 버튼의  
디지털 넘버락, 정전식 터치 방식의  
RFID 디지털락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풋보드 하단에 설치한 간호사용 컨트롤  
스위치는 버튼이 돌출되지 않아 깔끔하며,  
환자용 리모컨과 별도로 작동하여 리모컨의 
파손 및 고장 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동식)

등판 및 발판 조절 핸들은 인출식으로제작하여 
미사용 시에는 캡 안에 꽂아두고 필요 시에만 
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식)

매트리스는 우레탄 소재의 내피와 고급 
인조가죽 마감을 적용해 편안합니다. 

하부장 측면에 수건걸이를 부착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틸 프레임으로 제작한 걸레받이는 물청소 
시에도 용이하며, 냉장고 적용 시에는 통풍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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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37P

인조가죽
Leather

L438P

인조가죽
Painting

KC180

Mattress

BLUE DARK GRAY

Sheet

ORANGE GRAY

고급 옷장 (좌 : 옷장, 우 : 수납장)
HCC0903J (디지털 넘버락)  
900  600  2200

1인 옷장 페이시아
HCC0902  950  600  270
HKS31BKL/R, HKS31BDL/R 모델 옵션
높이 변경 주문 제작

1인 옷장 (옷장, 상부장, 냉장고장)
빌트인형 
HCC0901IL/R (일자형 키) 
HCC0901JL/R (디지털 넘버락) 
950  600  2200
우측 상부 도어 HKS020D 별도 옵션
냉장고장 내부 규격 : 520  1300  550

1인 옷장 3단 도어
HCC0501  542  18  910
HKS31BKL/R, HKS31BDL/R 모델 옵션

1인실 옷장

빌트인형 냉장고
HCA0001L/R  400  430  565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 (KETI) 
생산물 제조 배상보험가입 제품 (1억원) 
친환경 냉매 냉각방식 적용 
무진동, 무소음의 COOLING방식 적용  
내부 자동결로 배수 기능 및 증발 기능  
성에 자동제거 기능

일반형 금고
HCA0002  410  445  536

내부 : 305  320  415
특실 및 1인실 개인 귀중품 보관
디지털 락
내화성 및 방도성 강화 (충격경보기)

고급형 금고
HCA0003  502  501  660
내부 : 344  320  425
특실 및 1인실 개인 귀중품 보관
소프트 터치 버튼 (디지털 락)
내화성 및 방도성 강화 (충격경보기)
옵션 : 카드꽂이, 열쇠걸이대, 내부 보석함

병실 series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편안한 휴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성과 기능을 갖췄습니다. 
또한 환자용과 보호자용 침대 모두 일반형에서 고급형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냉장고 / 금고 

높은 상두대 고급형 (옷장, 상·하부 수납장)
선반장형
HCC0801IL/R (일자형 키) 
HCC0801JL/R (디지털 넘버락)  
HCC0801SL/R (RFID 디지털락)  
800  600  2200

빌트인형
HCC0802IL/R (일자형 키) 
HCC0802JL/R (디지털 넘버락)  
HCC0802SL/R (RFID 디지털락)  
800  600  2200
컨트롤 박스 별도

높은 상두대 일반형 A (옷장, 상·하부 수납장)
선반장형
HCC0502IL/R (일자형 키) 
HCC0502JL/R (디지털 넘버락)  
HCC0502SL/R (RFID 디지털락)  
550  600  2200

빌트인형
HCC0503IL/R (일자형 키) 
HCC0503JL/R (디지털 넘버락) 
HCC0503SL/R (RFID 넘버락)  
550  600  2200
컨트롤 박스 별도

높은 상두대 일반형 B (옷장, 상·하부 수납장)
HCC0504L/R (선반장형) 
HCC0505L/R (빌트인형) 
550  600  2200
컨트롤 박스 별도

고급형 페이시아
기본형 (높이 변경 주문 제작)
HCC0701  750  600  270

에어벤트형 (높이 변경 주문 제작)
HCC0702  750  650  270

일반형 페이시아
기본형 (높이 변경 주문 제작)
HCC0508  500  600  270

에어벤트형 (높이 변경 주문 제작)
HCC0509  500  650  270

에어벤트
HCC0001  50  45  2198

2구 컨트롤 박스
AMO2100A  148.5  70  73

낮은 상두대
선반장형 (키 없음, 1단 서랍, 하부 수납장)
HCC0506L/R  550  550  930
컨트롤 박스 별도

낮은 상두대
빌트인형 (키 없음, 1단 서랍, 하부 냉장고장)
HCC0507L/R  550  600  930
컨트롤 박스 별도

상두대

고급형 전동 침대
HCB2101  2180  950  380~740

고급형 전동 침대
HCB2102  2180  950  400~740

매트리스
HCB1901  1910  820  80

회전식 식탁 테이블 적용
매트리스 별도

회전식 식탁 테이블 적용
매트리스 별도

일반형 수동 침대
HCB2103  2180  950  450

일반형 수동 침대
HCB2104  2190  945  450

회전식 식탁 테이블 적용
매트리스 별도

회전식 식탁 테이블 적용
매트리스 별도

침대 / 매트리스

Colors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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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amine

KM188

전판 / 도어

KM231KM230

Painting

KC175

몸통 몸통

보호자 침대 (고정형) 
HCB1601  1600  550  220

보호자 침대 (이동형)
HCB1602  1600  550  220

보호자 침대 (오토락 캐스터형)
HCB1603  1600  550  220

보호자 침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