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for you

해피케어스
이동목욕차

안녕하십니까? 해피케어스입니다.
해피케어스는 (주)해피베드의 복지차량 브랜드입니다.
(주)해피베드는 노인 및 장애인용 다기능 전동침대를 개발로 2003년 창업하여 의료기기, 목욕 보조 장비, 재활 장비 등의 제조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이동 목욕 차량을 개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케어스가 생각하는 이동목욕차의 기준은 “고객만족”입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이동목욕차를 새롭게 제시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고객님들의 관심과 질책이 이동목욕차와 해피케어스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올바른 정신과 정책 그리고 기술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피케어스 임직원 일동

해피케어스 이동목욕차
무엇이 차별화 되었는가?

해피케어스 이동목욕차는 해피케어스 개발팀, 외부 전문가 집단, 이동목욕차량 운영자 집단 등
업계 전문가들과 개발팀을 구성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밑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금형 개발, 고효율,
고성능 부품들을 선정하여 기존의 개념을 탈피한 새로운 개념의 목욕차입니다.

동파방지 시스템 구현

사계절 무시동 운영시스템

영하의 날씨에도 물탱크와 배관은 5˚C 이상 유지할 수

DC12V의 구동 부품을 적용하여 4계절 무시동 운영이 가능하며,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허출원 중)

공간 활용도 UP
3D 설계 시스템을 이용한 설계 최적화를 통하여 공간의
구성 및 편리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펌프
DC12V / BLDC 모터 적용

히터
DC12V / 2,200kcal

블로어팬
DC12V / 220 cmh

모빌리티 전용 부속 및
자체 개발 금형 부속 적용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부품 발굴 및 자체 부속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샤워트롤리 HB-705 (특허등록)
DC24V / 4000N

해피케어스 이동목욕차 외관

창문

Keyless 도어캐치

이중창으로 보온성이 뛰어나며 선팅 및 방충망 설치

열쇠 없이도 비밀번호 또는 리모컨으로 개폐가
가능합니다.

매립형 8인치 네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후방경보기, 후진부저
기본 장착

폴딩/2단 계단

판넬도어

알루미늄 리프트 및 후방도어

2단으로 구성된 알루미늄 재질의 폴딩 계단 적용

34mm 판넬을 사용하여 뒤틀림 방지 및 보온성
향상

경량형 알루미늄 리프트. 유,무선 리모컨 적용
및 휠체어 통행을 위한 와이드 도어 적용

해피케어스 이동목욕차 내부

모빌리티 펌프 12V, BLDC 모터 적용

(동절기)무시동히터 12V/2,200 kcal

(하절기)블로어팬 12V/320 cfm

환풍기

LED 등

시스템 장치

조작패널

안전 손잡이

도어캐치(내부)

미끄럼방지 체크판

풀 사이즈 시스템 본체
3군데의 수납함을 보유

매립형 수전 및 직관적 스위치 구성

전용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 체크무늬 바닥판 적용

국내 최초 칼럼 리프트 적용
목욕차량에 최적화 된 샤워트롤리 HB-705 (특허등록)
HB-705는 이동목욕차량에 최적화된 샤워트롤리로서 덴마크 LINAK사의 칼럼 리프트를 사용하여

높낮이 (490~890mm)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최적화 된 목욕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해피베드의 샤워트롤리는 품질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카톨릭성모병원,
길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고대병원 등 국내 종합병원에 납품하고 있으며 샤워트롤리 판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좌우기울기 (6˚)

원터치 사이드레일

샤워매트 : CE, FDA, EN71 시험기준에 합격한 무독성, 고품질의 샤워매트입니다.
발포형 베게 : 기존의 고주파 접합 방식이 아닌 발포형으로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샤워매트

차량디자인 시안

해피케어스 이동목욕차 제원
욕조시스템

HB-705(높낮이 및 앞뒤기울기 가능 / 특허등록), 전용베게, 목욕용품거치대

급수시스템

급탕기, 원형물탱크, 무소음펌프, 스트레이너(여과기), 오수탱크, 인버터(정현파 3Kw), 매립형 수전, 샤워기,
급속토출수전(25mm), 동파방지시스템(특허출원)

차량시스템

파워게이트(유선 & 무선리모컨), 판넬도어, 매립형도어캐치(리모컨 및 버튼식 잠금), 이중창 창문(방충망 포함),
2단 계단, 미끄럼방지 체크바닥판, 대형수납함
무시동히터(동절기), 송풍기(하절기), 환풍기, LED 실내등, 방수오디오시스템(노출형), 전용안전손잡이,

편의사항

8인치 매립형 네비게이션, 블랙박스(1채널), 후방경보기, 후진부저, 매립형 핸드폰 충전기

Members shop

멤버스샵이란? 해피케어스 멤버 전용 소모품 매장입니다.

타월
50매

바디로션
1,000ml x 20ea

바디샴푸
1,500ml x 12ea

영업소 및 AS센터 안내
판매 영업소
본사 및 공장

1
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567-41 TEL. 031-911-8315

3

대구경북총판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87 TEL. 053-243-5520
4

AS센터 (통합콜센터 031- 911- 8316)
일산센터, 인천센터, 원주센터, 대구센터 (운영 중)
※ 차량 복원 수리 건은 본사로 입고하셔야 합니다.
※ AS센터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해피케어스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