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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 조절 가능한 휠체어 장착부손잡이부

리프트카 PTR은 배터리 팩이 내장된 구동부(28㎏)와 손잡이부(11㎏)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끝으로 톡 젖히는 것만으로 구동부와 손잡이부를 분리하여 쉽게 들어 옮길 수 있습니다.

리프트카 PTR은 계단에서의 환자 이송 작업에 놀라운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특    징

■    과적재 방지 회로

■   경사각 센서에 따른 속도 제어

■   가파른 경사 시 경고음, 경고등

■  초소형컴퓨터 작동 제어 시스템

■   자체 진단 시스템

■   작동 시간 기록 시스템

■  완충 시 최대 50층 (1000계단) 사용

■   진행 방향 표시 LED등

■   키 스위치

■   비상 정지 버튼

리프트카 PTR은 휠체어 사용자를 

계단으로 안전하게 올리고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무한궤도형 계단용 전동 운반기입니다. 

- 무한궤도형 계단용 전동 운반기LIFTKAR P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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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 075 105                                           품번 075 637                                             품번 075 104                                            품번 975 104                                             품번 975 103

안전벨트                                      충전기                                           머리받침                                      쿠션 등받이                                  경사판                 

추가 옵션기본 장착

허용하중

전  폭

전  장

전  고

구동부 무게

손잡이부 무게

총 자체무게

           1단

           2단

          3단

최대 계단 경사각

완충 시 사용 계단

최소공간

속도

130㎏ / 160㎏

650㎜

1385㎜

1020㎜

28㎏

11㎏

39㎏

4.5 M/분

5.5 M/분

6.5 M/분

35˚

1000 계단

970 x 970㎜리프트카 PTR 130 - 품번 075 701  /   리프트카 PTR 160 - 품번 075 702

리프트카 PTR은 직선형 계단 전용으로 개발된 휴대용 전동 운반기입니다. (나선형 계단에서 사용 불가)

이제 휠체어 사용자는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도우미는 더는 계단에서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계단 각도 계산기   www.sano.kr/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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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디자인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국제특허/ 리프트카 PTR/ 2017-02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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