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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액티브워커는 안전하고 편하게 좀 더 많이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ward for Design Excellence ” by the Norwegian design council.
액티브워커는 2007 노르웨이 디자인상을 수상한제품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며,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춘 유럽명품워커입니
다.
다른워커와 달리 연결줄이 모두 내장되어 있어 외관에 연결줄이 전혀 없습니
다.
외부에 나와있는 연결줄이 없어서 걸림이나 당김으로 인한 잔고장이 없으며
외관이 깔끔하고 청소가 간편합니다.  액티브워커만의 자랑입니다.(국제특허)
액티브워커에만 국제특헉 3가지가 있는 우수한 제품입니다.
액티브워커는 복지선진국인 노르웨이 ACCESS사 제품이며  제조 중국으로
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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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부속설명
손   잡   이

핸들높낮이 조절

의

자

의자높낮이 조절

장  바  구  니

액티브워커 접기

앞    바    퀴

FOUR

보관 및 유지방법

* 액티브워커는 보행기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액티브워커는 깨끗하게 유지하고 중성세제를 묻힌 스폰지나 헝겁으로
세척이 가능하고 샤워기나 수돗물호스로 세척하셔도 됩니다.
* 세척시 쿠션과 장바구니는 따로 세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쿠션커버는 중성세제로 손빨래하셔서 그늘에서 건조해주세요.
* 세척후에는 물기를 말려서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으로 바퀴나 핸들높이조절바등 움직이는 부품들을 확인합니다.
* 핸들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디자인 되었으므로, 손잡이높이,
조절레바, 핸들이 제대로 위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등받이 나사, 너트, 볼트가 타이트하게 조여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액티브워커의 AS는 액티프프로코리아㈜가 지정된 AS지점에서만 받아야 합
니다. 지정된 이외의 수리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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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잠금,멈춤

FIVE

손잡이핸들 높이조절
손잡이 핸들높이조절 - 7단계 높이조절
핸들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빨간색
손잡이 높이바를 안쪽으로
확실하게 당긴 상태에서 원하시는 높이로 핸들높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손잡이 아래 브레이크를  당긴상태에서는 높이조절이 되지
않으니 브레이크를
고정하지 않은상태에서 손잡이 높이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액티브워커의 손잡이 높이는 7단계로 손쉽게 조절되어 키가
크신분이나 작은분 모두
본인의 키에 맞추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가능신장 150cm~195cm)
자신의 키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리가 굽거나
부편함없이 조절되어
자세교정에 좋으며, 부부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쉽게
사용자의 키에 맞출 수
있습니다. (국제특허)
의자 높이 조절
* 의자높이 조절 - 3단계 높이 조절
액티브워커의 의자는 3단계로 높이 조절이 되어
사용자의 키에 맞추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자높이 조절은 의자밑에 있는 2개의 빨간색 의자높이
조절바를 동시에 당긴 후 조절 하시면 됩니다.
높이를 결저하신 후에는 의자가 안정적으로 잠겼는지
손으로 의자를 밑으로 살짝 눌러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한 후 앉으셔야 합니다.

SIX

워커 접기
보관 또는 차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기 위해서는 등받이를
뺀 후 접이레버를 위로 완전히
올린  후 사진과 같이 접혀진
상태로 되어야 합니다.
손잡이 높이를 가장 낮게
하셔야 좀 더 부피가 작아집니다.
액티브워커에 스크레치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차트렁크에서 넣거나
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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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개인안전

EIGHT

사용법
장바구니
장바구니 사용을 위해서는 워커의자를 위로 열고
장바구니를 들면 됩니다.
장바구니는 탈착이 가능합니다.

장애물
액티브 워커는 큰 바퀴를 가지고 있어서 왠만한 장애
물을 지나갈수 있지만,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면 앞바
퀴를 들어주는 장애물 넘기기능이 있습니다. 다른워
커는 워커를 두손으로 들어서 장애물을 이동하는 경
우가 대부분 이지만, 액티브워커는 발로 뒷바퀴의 장
애물 넘기페달을 밟으면서 핸들을 살짝 뒤로 당겨주
면 가볍게 앞바퀴가 들리면서 쉽게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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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올바른 자세로 핸들을 잡아야 쉽게 브레이크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액티브워커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액티브 워커를 사용 전에는 완전하게 편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 전 안정성 있게 바퀴가 지면을 닿아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자에 앉기 전에 등받이를 반드시 장착하시고 앉으셔야 합니다.
- 의자에 앉기 전에 의자가 올바른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의자에 앉으실 때에는 항상 의자 중앙에 앉으셔서 사용자의 발이 땅에 닿아
안정적으로 앉으셔야 합니다
- 의자에 앉기 전에 파킹브레이크를 밑으로 내려 “딱”하는 소리를 들은 후
반
드시 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앉으셔야 합니다
- 보관을 위해 접혀진 워커 위에 절대 앉아서는 안됩니다
- 워커 위에 서있거나 사다리 같은 발돋움 도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사람을 앉힌 상태에서 워커와 사람을 동시에 운송을 위해서 절대 이동 시
켜서는 안됩니다.
- 워커를 들거나 이송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합니다

국제특허받은 액티브워커의 브레이크는 액티브워커의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브레이크줄이 내부 프레임속에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보기에도
깔끔하고 잔고장이 적습니다.
주행시 브레이크 작동을 위해서는 자전거 브레이크같이 가볍게
위로 잡아주면 됩니다.
워커의자에 앉을 때에는 반드시 파킹브레이크 상태로 바꾼후
앉으셔야 합니다.  바퀴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시려면
사용방향의 반대인 밑으로 밀면 “딱”하는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바퀴가 움직이지않게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하게 앉으셔도 됩니다.
Normal braking 브레이크 멈
춤걸으시다가 바퀴를 멈추고 싶을땐
손잡이 브레이크를 위로 당겨주
시면
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Parking brake  주차브레이크
바퀴고정 손잡이 브레이크를 아래로 내리시
면 “딱”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가 아래에서 고정됩니다.  
의자에 앉으실 때
안전하게 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를 고정시켜 줍니다
Normal braking 브레이크 멈춤       
Parking brake  주차브레이크 바퀴고정
브레이크 관리
액티브워커를 사용전에 브레이크 작동은 잘 되는지
브레이크를 잡아 보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하시다보면 브레이크가 헐거워져서 브레
이크가
잘 안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브레이
크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브레이크가 헐거워
졌다고
느껴지시면 그림과 같이 장바구니안에 있는 ㄱ자형
나사로
조여주세요, 뒷바퀴(작은바퀴)밑에 있는 브레이크
조절대에
넣어서 강도를 조절해서 사용해주세요.  (그림참조)
오른쪽으로 돌리면 브레이크 강도가 세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느신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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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

  제품사양

TEN

보증기간

액티브프로 코리아는 예고 없이 액티브워커의 무게나 기능 변경 할 권리를 가
지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일수가 있으며 약간
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설명서에 나와있는 수치는 대략적인 수치일 수가 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입후 12개월 이내에 고장난것은 무상 A/S 합니다.( 택배비 고객부담)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 A/S는 되지 않습니다.
- 권장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아 제품에 무리가 간경우
- 액티브프로코리아(주)가 인정하지 않는 다른업체의 부품을 사용한경우
- 고객의 부주의, 분실, 사고, 부적절한 사용등으로 제품에 이상이 생긴경우
- 생산된 액티브워커 제품을 임의로 변경한 후 A/S 맡긴경우.
다음의 악세서리는 액티브프로코리아(주)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모리폼 쿠션셋트 :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별도 구매 가능합니다.
* 우산 지팡이 꽂이 : 우산 및 지팡이를 꽂을 수 있습니다.
* 스 키 : 앞바퀴에 장착되며, 눈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워커를 이용해 걸
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제품답게 워커에 스키를 장착하면 눈길에서도 다닐 수 있습니다.
* 서빙트레이 : 액티브워커 위에 전용쟁반을 올려놓을 수 있어 음식 및 드링크
류를
올려놓고 이동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속도조절기 :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속도조절기를 장
착하시면
바퀴 속도를 조절하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우 천천히~ 중간속도로 바퀴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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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액티브워커
최대 사용자몸무게
125 KG
핸들 높낮이(7단계 조절가능)     79~100CM (사용가능 신장
150cm~195cm)
워커크기
60 x 74 x 89 cm
접었을 때 크기
60x 50 x 89 cm
의자높이 (3단계 조절 가능)       50 ~ 63 cm
무게
9KG
재질
알미늄,  강화플라스틱
세척
세제, 고압호수 물세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