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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크기 1,147(W) x 1,177(D) x 1,564(H)mm

테이블 크기 1,147(W) x 450(D) x 30(T)mm 

테이블 회전각 90。

헤드 동작 400mm(좌-우)

파워 암 z축 동작 ±100mm 

의자 상하 동작 150mm

전구 LED Lamp 3W

전원 공급 AC 110/220V, 50/60Hz

전력 소비량 420W (Max)상기 제품의 디자인과 세부사항은 기능향상을 위해 사전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검안 전문가의 특별한 데스크-

더 편리해진 HRT-7000 리프렉션 테이블

HRT-7000
ADVANCED REFRACTION TABLE

HANDLE DESIGN 

인체공학적 설계의 이동 핸들 장착으로
검안장비의좌우이동과 위치고정이
더 편리하고 쉬워졌습니다.  

POWER ARM

정 한 메카니즘의
파워 암은 다단 제어방식을
사용한 부드러운 작동으로 검안 위치를
정확하고 손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좌우 이송각도 :  45도)

UP-DOWN FUNCTION

업-다운 기능 추가로 검안위치 조절이
더 쉽고 편리해졌습니다.

KEYPAD

테이블 상단에 장착된 키패드는 간단한
터치만으로 파워 암 및 의자를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HRT-7000
ADVANCED REFRACTION TABLE

SPECIFICATIONS

Dimensions 1,147(W) x 1,177(D) x 1,564(H)mm

Table Size 1,147(W) x 450(D) x 30(T)mm

Table Rotating Angle 90。

Head Stroke 400mm(R-L)

Power Arm Up-Down Range ±100mm

Chair Up-Down Range 150mm

Lamp LED Lamp 3W

Power Supply AC 110/220V, 50/60Hz

Power Consumption 420W (Max)Designs and detail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for their improvements.

HANDLE DESIGN

Ergonomic design with unique
handle mechanism to facilitate the
movement of upper table 
with extreme ease

POWER ARM

45 degree soft 
movement and up & down 
multi sequence adjustment will
enable to accommodate any
patient comfortably. 

UP & DOWN FUNCTION

Up & Down feature is added in
order to provide convenience for
measuring position of patient's
eyes.

KEYPAD

Visible location of keypads
enables you to control the power
arm and chair precisely with
ease.

Another frontier step in refraction table system
with unique handle mechanism: 
more comfortable and convenient HRT-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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