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품명 : 가정용 허리견인의료기 
 

2. 모델명 : 슈마DA-200(문틀장착형) 
 
3. 품목신고번호 : 서울 제신12-267호 
 
4. 사양  
   가. 규 격 : 760mm ~ 1,050mm (W) 
   나. 중 량 : 6.3kg 
 
5. 사용 대상자 
   가. 허리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 
   나.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 
   다.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라. 퇴행성 무릎관절로  고생하시는 분 
   마. 불완전 척수 손상환자나 사고환자 재활운동 
   바. 디스크 진단을 받았지만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하실 수 없으신 분 
 
6. 특장점  
   가. 가정의 문틀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상부 탄력밴드는(Tension) 수축이완의 반복작용으로 탈출된 디스크 수핵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다. 견인 후 통증이 사라지면 경부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견인이 가능하며 강제적인 견인이 아니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마. 10 ~ 20분 내외의 적은 시간으로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바. 다양한 운동방법과 안전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견인 운동법입니다. 
 
7. 제품 구성 
   가. 견인자켓(일반형) 
   나. 보조쿠션 
   다. 수직왕복운동 탄력밴드  
   라. 문틀고정용 철봉 
   마.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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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명칭 
 
 
 
 
 
 
 
 
 
 
 
 
 
 
 
 
 
 
 
 
 
 
 
 
                              ※ 하지장애자용은 하지고정벨트(하체구)가 있는 일체형입니다. 

 

9. 취급(운동) 시 주의사항 

   - 제품을 문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견인 높이를 조절해 주십시오. 
   - 개조하거나 수리하지 마시고 판매점이나 당사로 연락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의사와 상담후에 사용하십시오. 
      ▶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특히 신체의 이상을 느낄때. 
      ▶ 악성종양이 있는 사람 
      ▶ 심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 생리중이나 임신중인 사람 
      ▶ 안정이 필요한 사람 
      ▶ 열이 높은 사람(38도 이상) 
      ▶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 척추에 핀을 이식한 분은 사용을 금합니다. 
   - 반드시 견인자켓을 착용하고 사용하십시오. 
   - 자켓 착용시 자켓벨트는 배곱 아래에 착용하고 조여 주십시오. 
      (갈비뼈 위에 착용할 경우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겨울에는 날씨 때문에 조임벨트가 얼어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리하게 사용 시 부러질 수 있습니다.) 
   - 중증환자는 보호자를 동반하여 운동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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