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품명 : 보행차(복지용구 등록제품) 
 

2. 모델명 : 슈마DA-2500 
 
3. 종   류 : B형 옥내용 
 
4. 사양  
   가. 최대사용자체중 : 100kg  
   나. 제품무게 : 24kg 
   다. 제품크기 : 730(W) x 850(D) x 2150(H) 
   라. 손잡이높이 : 90~138cm 조절가능(스텐레스) 
   마. 철봉높이 : 195~215cm 조절가능(스텐레스) 
   바. 바퀴크기 : 10.5cm 
    
5. 사용 대상자 
   가. 불완전 척수손상환자 
   나. 뇌졸중 환자, 파킨슨 환자, 치매 환자 
   다. 오랜 침상생활로 보행이나 일어서는 능력이 없는 환자 
   라. walker 또는 cane, crutch를 사용하여 보행훈련이 필요한 환자 
   마. 정부지원 대상(기초생활 수급자 무료) 
 
6. 특장점  
   가. 넘어 지는 불안을 해소 한다. 
   나. 편마비 환자도 탄력밴드의 텐션으로 알맞은 무게가 가해져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다. 
   다. 걸음걸이 와 균형 잡기가 불안전한 분에게 안정적인 보행훈련을 할 수 있다. 
   라. 상체를 견인하므로 하중을 줄인 상태로 사용할 수 있다. 
   마. 무릎이 약하신 분들의 체중 부하를 줄여주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사용자의 키에 따라 손잡이 높이를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다. 
 
7. 제품구성 
   가. 가로대(본체) 
   나. 기둥2개 
   다. 철봉(높낮이 조절) 
   라. 손잡이(높이조절 가능) 
   마. 탄력밴드셋트 
   바.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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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품 명칭 
   ① 탄력밴드 
   ② 보조자켓 
   ③ 철봉 고정물 및 철봉조절 캡 
   ④ 손잡이 및 팔 받침대 
   ⑤ 손잡이 높이조절 링 
   ⑥ 기둥 
   ⑦ 방향전환 레버(직진) 
   ⑧ 바퀴(회전) 
 
 
 
 
 
 
 
 
 
 
 
 
 
 
 
 

9. 취급(운동) 시 주의사항 

   -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견인 높이를 조절해 주십시오. 

   - 개조하거나 수리하지 마시고 판매점이나 당사로 연락하십시오.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의사와 상담 후에 사용하십시오. 

      ▶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특히 신체의 이상을 느낄 때. 

      ▶ 악성종양이 있는 사람 

      ▶ 심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 생리중이거나 임신중인 사람 

      ▶ 안정이 필요한 사람 

      ▶ 열이 높은 사람(38도 이상) 

      ▶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 골절 등을 수술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자는 사용을 금한다. 

   - 다른 치료품과 동시에 사용을 금한다. 

   - 중증환자는 보호자 또는 요양사를 동반하여 보행훈련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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