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매뉴얼

「엘리트 트래블 워커」

공식수입원 : 액티브프로코리아

1. 제품 소개
엘리트 트래블 워커는 이름명답게 여행다닐 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좋은
워커입니다.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간편합니다.
지팡이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고,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퀴방향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바퀴가 가는 방향을 앞으로만 고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바퀴가 움직이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바퀴는 앞바퀴만 있어서 바퀴가 빨리 구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께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워커입니다.

2. 제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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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작게 접히는 워커>

아주 가볍고 작게 접혀서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브레이크선이 없어서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제품 접고 펴기>

중간에 검은색 플라스틱 바를 잡고 위로 올리면 워커가 쉽게 접히며,
플라스틱 바를 아래로 딸각 소리가 나게 내리면 워커가 펴집니다.
※ 주의사항 ※

엘리트 트래블 워커는 지팡이 대용 워커라 의자기능이 없으니
플라스틱 바에 절대로 앉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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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주머니와 장바구니>

튼튼한 파우치가방에는 핸드폰, 안경, 지갑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어둘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가 넓어 다양한 물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메쉬가 질겨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최대 사용무게는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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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높이 조정방법>

핸들높이조절레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키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앞바퀴 직선 방향으로 고정가능>

엘리트 트래블 워커 특이점으로 꼽는 스위블휠(바퀴고정장치).
이 장치는 바퀴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스위블휠을 위로 들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바퀴를 앞으로만 나아가게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다방향으로 바퀴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퀴가 크고 튼튼하며, 실내외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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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 없음. 지지대>

뒷바퀴 지지대는 강화플라스틱으로 사용자의 무게를 버틸 수 있습니다.
바퀴가 빨리 굴러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워커입니다.
오래 사용하여 지지대가 닳으면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별도구매)

3. 사양
・제품명: Elite Travel Walker (엘리트 트래블 워커)
・제조국: 중국 made in china / designed by USA
・구성품: 워커본체, 메쉬장바구니, 고급파우치, 설명서
・사용자 최대 무게: 100㎏
・제품 무게: 3.6㎏(초경량)
・장바구니 최대 적재하중: 5㎏
・크기: 너비 65㎝, 길이 54.6㎝
・바퀴크기: 15㎝
・핸들높이: 81~98㎝
・의자: 없음
・색상: 실버
・무상 보증기간: 12월
・재질: 플라스틱, 고무, 패브릭, 알미늄, pu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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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실내, 실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워커를 밟고 올라서거나 바퀴 휠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 지면이 고르지 않거나 경사진 곳, 얼음이 얼린 곳, 물이나 기름이 덮인 곳에
서는 안전을 위해 워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롤러를 사용하기 전에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체크하십
시오.
- 워커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단
개조하거나 변경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무거운 물건을 싣고 이동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접고 펼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과도한 온도에 노출된 상태로 사용하게 되면 워커의 수명이 단축될 뿐만 아
니라 화상이나 동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 시 고온・저온・다습한
장소를 피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 길거나 흘러넘치는 옷은 워커 바퀴에 끼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
시오.
- 워커를 세척한 경우 완전히 물기를 말려서 보관해 주십시오.
-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대중교통 안에서는 접어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해 주십시오.
-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워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7 -

5. 보증기간
- 보증기간: 12개월
- 모든 AS접수는 액티브프로코리아를 통해서만 행해져야 합니다.
- 본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완전히 교체해야하는 경우 보
증 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을 제공합니다.
- AS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수리가 어려울 때 왕복택배비를 고객이 부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이어는 무상 교체 제외 상품입니다.
- 상기 보증 조건은 신제품에만 적용됩니다.
- 설명서에 표기된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일 수 있으며 재는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쟁시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AS가 되지 않습니다.
1) 권장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아 제품에 무리가 간 경우
2) 액티브프로코리아(주)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 업체의 부품을 사용한 경우
3) 분실, 사고 등으로 제품에 이상이 생긴 경우
4) 생산된 액티브워커 제품을 임의로 변경한 후 AS를 맡긴 경우

* KCL 안전검사필 : 신고번호 B201R023 - 18001
* 최초 안전검사일 : 2018년 05월 29일
* 제조일자 : 제품 별도 표시

공식수입원 액티브프로코리아(주)
주소 서울시 송파구 정의로7길 13 힐스테이트 에코송파 오피스동 620호
전화번호 02-3291-4565 / 팩스번호 02-3291-4560
홈페이지 www.activekorea.net / 제품구매 www.activemam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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