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인 운동 장비의 선두 주자

재활
카탈로그
지능적인 운동.
의미심장한 결과.

Merrithew™ 인장은 탁월한 설계,
교육 및 숙련도에 대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통찰력 있는 리더십
Leaders in Mindful Movement™ 인 당사의
제품은 성장하는 심신 운동 기법을 지원하는
한편 고객들이 자기의 피트니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장인정신
당사의 제품은 업계에서 최고의 품질과
우수한 품질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자부심과 정교함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날렵하고
멋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목적 기능과
내구성까지 갖춘 Merrithew 장비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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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대한 노력
당사는 거의 30년 동안 다양한 운동 기법에
적용할 수 있는 독특한 일체형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강사, 피트니스 전문가,
운동 매니아 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동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열정
Merrithew는 유능한 피트니스 전문가 팀
및 심신 운동 매니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업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운동 장비의 역사
건강 및 피트니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운동 방법,
기술, 채널 등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능적인 운동 장비
분야도 1988년 Merrithew 설립 이후에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체력관리
산업은 다양한 피트니스 방식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하고, 도전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기법과 그 퓨전, 새로운 고객, 그리고 새로운 장비와 도구 부문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errithew는 지능적인 운동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끊임 없이 진화하는 운동 과학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으며 성과
중심적인 교육, 프로그래밍, 장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Merrithew의
STOTT PILATES®, ZEN•GA®, CORE™ Athletic Conditioning & Performance Training™,
Total Barre™ 등의 브랜드는 고객 서비스의 확장 또는 개선을 목표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고객, 피트니스 시설, 의료 서비스 센터에서 활동하려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는
고객을 지원하거나 매일 아침 가뿐한 기분으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성장하는 당사의 장비 라인에
다양성을 더해줌으로써 더 많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고객의 사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Merrithew는 심신 운동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한 과정에 기여한 것은 물론,
수 많은 전세계 전문가와 그 고객들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연령과 운동 레벨의 고객들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분야의 선도자라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세계 고객들이 앞으로도
사업과 개인 생활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Lindsay G. Merrithew

Moira Merrithew

사장 겸 CEO		

교육 담당 전무

The Leaders in Mindful Movement
STOTT PILATES®는 고 Joseph Pilates가 개척한 최초의 운동
방법에 대한 현대식 접근법입니다. 원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공동 설립자인 Lindsay와 Moira Merrithew는 물리 요법사, 물리
치료사, 스포츠 의학 및 운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이
고유의 운동 자세를 해부하여 마인드풀 무브먼트 레볼루션의
서막을 기록할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Merrithew™ 교육 서비스는 마인드풀 무브먼트의 발전을
시사하고 당사 최고의 피트니스 브랜드인 STOTT PILATES가
어떻게 새롭게 성장하는 심신 운동 양식의 기반이 되었는지를
예시합니다. 모든 재활 프로그램에 필수인 심신 연결을
유지하는 동안 근막 피트니스, 운동 역학, 기능적 체력 및
주요 통합 체중 훈련 등 더 새로운 피트니스 사례를 통합하는
동시에 운동과학의 현대적 원칙이 당사의 운동 방법에 모두
내재되었습니다.

™

당사 프로그램은 개인 트레이너, 의료 전문가, 그룹 피트니스
강사, 운동 선수 및 기타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지식 기반을
다각화하고 더 넓은 고객 기반의 구미에 맞는 운동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해당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STOTT PILATES®: 운동 과학의 현대적 원칙에 따라 원래의 필라테즈
운동 방법에 대한 현대적 접근법입니다.
ZEN•GA®: 혈액 순환을 높이고 유연성을 개선하는 심신 연결, 운동,
흐름 및 신체 제어를 결합한 매트 및 장비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CORE™: 기능적 체력과 심신의 원리를 통합시키고 운동의 질을
강조하는 체력 훈련 및 퍼포먼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입니다.
Total Barre®: 음악과 함께 필라테즈, 댄스, 심박수 강화 훈련 요소를
통합한 바레 프로그램입니다.
HALO®*: 힘, 지구력, 유연성, 구간별 트레이닝 및 부상
방지를 고려하여 헤일로 트레이너를 통합한 종합적 신체 조절
프로그램입니다.

* HALO®는 HALO Rehab and Fitness,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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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TT PILATES 재활 프로그램
®

치료 및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STOTT PILATES 재활 프로그램은 개정된 매트 및 장비 운동이
치료 요법 조절로 통합되었음을 입증합니다.
이 재활 프로그램 과정은 STOTT PILATES의 치료 요법에 대한 기초와 이들 기초가 어떻게 현재 재활 사례뿐 아니라 안무, 개정,
표시 및 특정약물/치료사용금지와 통합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수강생은 각각의 운동에 대한 언어적 큐잉과 적절한 자세 평가 및
부적절한 시술 교정 방법, 그리고 STOTT PILATES를 임상 시나리오에 통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STOTT PILATES 재활 프로그램은 물리 치료사, 물리 요법사 및 물리 치료 보조, 전문 치료사, 척추 지압사, 의사 및 스포츠 의학사를
포함한 의료 및 재활 전문가에게 열려 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부상 예방 또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운동 처방 과정을
다루는 인증, 허가 또는 학위 수여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고 재활 및/또는 부상 예방에 대한 평가, 진단, 치료 및 처방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수강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활 과정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RM1 — 매트워크
STOTT PILATES의 생체 역학적 원리에 대한
소개와 개정된 매트워크 운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볼, 밴드 및 롤러 등 가벼운 장비는
허리와 골반, 견갑대 안정화와 이들의 재활 및 부상
예방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RR1 — 리포머
리포머에 대한 개정된 운동에 STOTT PILATES
및 해당 응용분야의 생체 역학적 원리를
도입하였습니다. 허리와 골반, 견갑대 안정화와
재활 및 부상 예방에 대한 이들의 중요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의 다양한 기능입니다.

RCCB1 — 캐딜락, 체어 및 배럴
부상 예방 및 재활에 대한 해당 역할에 중점을 둔
허리와 골반 영역과 견갑대의 움직임과 안정화를
개선하는 캐딜락 트래피즈 테이블, Stability Chair™
및 배럴에서 제공되는 저항 및 지지의 다양한
단계를 통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RR2 — 리포머
RR1에서 배웠던 생체 역학 및 안정화 원리의
복습을 시작으로 이 레벨은 일반적인 부상을 예방
및 회복시키는 개정된 중급 운동을 시연합니다.
균형을 잡는 스프링 저항을 사용하고 코어
스태빌리티를 유지하면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RCCB2 — 캐딜락, 체어 및 배럴
RCCB1을 토대로 장비를 통해 다양한 일반 운동 및
근력 운동과 함께 근골격계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코어 스태빌리티를 유지하면서
상하 사지 관절에 힘을 따로 분배한 후 조정 및
기능적 움직임을 개선하는 운동으로 진행합니다.

관절 안정화
RM2 — 매트워크
RM1에서 생체 역학 및 안정화 원리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부상을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해 설계된
작은 소품을 사용하여 매트워크를 이용한 운동을
배웁니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건강한 운동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관절 주변 근육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들 근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어 스태빌리티에
집중합니다.

재활 워크샵

재활 진행 프로그램

당사는 재활 프로그램의 각종 중요한 측면을 다루는 전문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스튜디오 또는 클리닉에서 직접 세계적으로 저명한
Merrithew™ 트레이닝 및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자사
직원을 훈련시키든, 재활 커뮤니티까지 과정을 개설하든,
수익 창출의 기회는 무한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OTT PILATES 유방암 재활 매트워크
• STOTT PILATES 골다공증 관리 프로그램
• STOTT PILATES 척추 측만증 관리 프로그램
• STOTT PILATES 플렉션이 없는 워크샵
• HALO® 글로벌 스태빌리티에 적용하기

간단히 수강 신청을 완료하고 당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과정을 홍보하신 후 나머지는 당사에 맡겨 주십시오.
*진행을 받은 교육은 해당 프로그램이 가까운 인증 교육 센터에서 제공되지 않으면
선택 과목이 됩니다.

당사 재활 과정, 워크샵 또는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educationsales@merrithew.com) 로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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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3단계
1단계: 속성 재활

2단계: 치료/재활 후

3단계: 지속적 체력 조절

•	
부상을 입거나 수술을 받은 고객
•	PT에 의해서만 가능
•	
일대일 치료
•	
주로 신체의 영향을 받는 부위에 운동
이 단계에서 수행할 운동은 주로 국지적
안정화를 대상으로 한 부하가 낮은 고유
반사 운동에 대한 부상 부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필라테즈의 사용
이 단계에서 낮은 수준의 재활 운동 및
운동 교정은 의사가 영향을 받는 부위를
대상으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됩니다.

•	
환자가 부상에 대한 회복을 경험함
•	
일대일 치료 가능성
•	PT에 의한 더 많은 통합 운동으로
부상 부위뿐 아니라 전신 내 영향을
받는 관절 또는 다른 부위의 통합을
다룸
이 단계에서 필라테즈의 사용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벼운
소품을 이용한 매트워크뿐 아니라 전문
필라테즈 장비를 결합한 다수의 운동
요법으로 부상을 입은 부위의 길항근
속도를 조절합니다.

•	
근력 강화, 부상 재발 예방
•	
소그룹 기반 치료
•	
무기한 치료
이 단계에서 필라테즈의 사용
필라테즈 프로그램은 환자 또는 고객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환자와 고객이 이 단계까지 얻게 된
근력과 스태빌리티를 토대로 계속
체력을 쌓을 수 있게 해주고, 보정 운동
패턴을 조기에 잡고 올바른 생체 역학과
신경 근육 패턴을 강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5

연구 자료

재활 전문가용으로 설계된 이 매뉴얼은 DVD에서 해당 운동을 시연하면서 임상 재활 설정
과정에서 매트워크 및 장비 레퍼토리의 적용을 예시하는 STOTT PILATES® 수업 매뉴얼의 소스
자료를 해부합니다.
보충 자료마다 다양한 조건에 대한 상세 표시 및 금기 사항과 함께 개인 운동 및 관련 운동을 설명합니다. 또한 재활 중이거나
재활을 받은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전문가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요령을 제공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론 및 치료 요법 기초

• 생체 역학적 검토

• 사례 연구

• 5가지 기본 원칙

•	
매트워크 및 장비 기반 운동
및 교정

•	
임상 추론 과제

•	
참조 목록
(서적, 코스 매뉴얼 및 기사)

• 추가 운동

재활 보조 자료는 다음 수업 매뉴얼과 함께 사용됩니다.
RM1, RR1 	• 종합 매트워크

ST08005

RM2, RR2		

ST08016

• 에센셜 리포머 제2판

RCCB1, RCCB2	• 필수 캐딜락, 제2판
• Stability Chair™ 완성
• 아크 배럴 완성
• 척추 교정 완성
• 래더 배럴 완성

RMR1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매트워크 및 리포머
RMR2 관절 안정화: 매트워크 및 리포머
RCCB1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캐딜락, 체어 및 배럴
RCCB2 관절 안정화: 캐딜락, 체어 및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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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08060
MN08062
MN08061
MN08063

ST08009
ST08015
MN08065
ST08013
ST08012

코스 패키지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각 재활 과정에 필요한 모든 학습 자료가 포함된 간편한 통합 코스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RM1: 재활 매트워크, 모듈 1

RM2: 재활 매트워크, 모듈 2

RR1: 재활 리포머, 모듈 1

• RMR1 보충 자료

• RMR2 보충 자료

• RMR1 보충 자료

• 종합 매트워크 매뉴얼

MN08062

• 에센셜 리포머 매뉴얼, 제2판
•	리포머 및 수직바를 이용한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DVD

• 등 관리 레퍼토리 DVD
DV80370

DV80371

RM1+RR1: 재활 매트워크 및 리포머, 모듈 1

RR2: 재활 리포머, 모듈 2

• RMR1 보충 자료

• 등 관리 레퍼토리 DVD

• RMR2 보충 자료

• 종합 매트워크 매뉴얼

•	리포머 및 수직바를 이용한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DVD

•	리포머 및 수직바를 이용한 관절
안정화 DVD

• 에센셜 리포머 매뉴얼, 제2판

DV80349

DV80347

RCCB1: 재활 캐딜락, 체어 및 배럴, 모듈 1

RCCB2: 재활 캐딜락, 체어 및 배럴, 모듈 2

• RCCB1 보충 자료

• 척추 교정 완성 매뉴얼

• RCCB2 보충 자료

• 필수 캐딜락 매뉴얼, 2판

• 래더 배럴 완성 매뉴얼

•	장비를 이용한 관절 안정화 DVD

• Stability Chair™ 완성 매뉴얼

•	장비를 이용한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DVD

DV80350

• 아크 배럴 완성 매뉴얼
DV80348

당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errithew.com/education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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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머

당사는 운동 과학의 발전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성,
내구성, 그리고 최고의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매끄럽고 간소화된 장비가 탄생했습니다.
Rehab V2 Max™ 리포머

포함 사항

다양한 고객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Rehab V2 Max 리포머는 물리 요법사 및 물리 치료사
클리닉/시설에 가장 적합하며 노인이나 이동이 불편한 고객 기반을 고려한 장비입니다. 쉽게 연결
및 분리가 가능한 높은 캐리지를 특징으로 하는 이 리포머는 매우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운동 간 쉬운
전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초정밀 스프링 패키지: 5개의 리포머 스프링
(3 x 100%, 1 x 50%, 1 x 25%)
• 소프트 리포머 루프 (스트랩)
•	소음 감소를 위한 5개의 네오프렌 스프링 커버
• 빠른 설정 풀리 지지대
• 캐리지 스토퍼
• 기어바
• 우든 스탠딩 플랫폼
• Essential Reformer, 제3판. DVD
ST-01073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가치를
높이세요!

Rehab V2 Max 리포머 번들
Rehab V2 Max 리포머 번들에는 풋스트랩이
있는 리포머 박스, 패드가 있는 플랫폼 익스텐더,
단풍나무 롤업 폴, Essential Reformer, 제3판. DVD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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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hab V2 Max Plus™ 리포머
다양한 기능의 이 장치는 높은 매트 플랫폼, 표준 리포머, 가상 캐딜락, 혁신적인 다평면 생물 역학적 훈련
도구입니다. 수직바의 이동식 풀리는 다양한 저항 각도를 제공하여 활동 범위를 넓힙니다. Rehab V2 Max
Plus 리포머에는 초정밀 스프링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어서 재활의 다양한 단계에서 고객에게 완전한 저항
각도를 제공합니다. Rehab V2 Max Plus 리포머에서 코어 스태빌리티, 주변 이동성,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지시하고 실시하십시오.

포함 사항
• Rehab V2 Max Plus 리포머
• 다음 사항을 갖춘 수직바
2개의 푸시스루 스프링 단풍나무 롤다운 바를
사용하는
2개의 롤다운 스프링 폼그립 핸들이 있는
2개의 암 스프링 패드를 댄 롱스파인 끈이 있는
2개의 레그 스프링
2개의 연장 스트랩
2개의 이동식 스프링 후크
2개의 이동식 풀리와 안전 체인

수직바를 특징으로 하는
Max Plus 리포머

• 2개의 DVD: Essential Reformer, 제3판,
Athletic Conditioning on V2 Max Plus™ 리포머, 레벨 1
ST-01069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가치를 높이세요!

Rehab V2 Max Plus 리포머 번들
이 Rehab V2 Max Plus 리포머 번들에는 매트 컨버터, 풋스트랩이 있는 리포머 박스,
패드가 있는 플랫폼 익스텐더, 단풍나무 롤업 폴, 2개의 DVD: Essential Reformer, 제3
판 및 Athletic Conditioning on V2 Max Plus™ 리포머, 레벨 1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01085

고마찰력 리포머 피트

네오프렌 스프링 커버가
있는 개선된 스프링

특허를 획득한 자동 줄감기
시스템

초정밀 기어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표준 색상

특징
• 간편한 조정을 위해 리코일링 로프 릴을 사용하여
특허를 획득한 자동 줄감기 시스템. 로프가 더
길고 작동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운동 유동성이
개선되어 더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합니다
• 신속 설정 Pulley Posts에는 12가지의 높이 조절
설정, 빠른 로프 조절 각도 및 일정한 풀리 높이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 강화된 스프링은 점프보드, Cardio-Tramp®
리바운드 및 기타 리포머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졌으며 신속하고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 사용자 설정을 위한 다양한 옵션: 3가지 기어바
위치로 스프링 긴장도를 조절, 6가지 캐리지
스토핑 위치로 다양한 높이에 맞게 조절, 3가지의
헤드레스트 위치, 4가지의 발 받침대 위치가 힙과
무릎의 굴곡을 조정
• 특허를 획득한 롤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캐리지를 날씬한 C-채널 알루미늄 레일 위로
미끄러지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마찰없이
움직이게 함

• 1" 두께의 우든 스탠딩 플랫폼이 광범위한
체중을 지탱
• 편안한 발 받침대는 민감한 발과 손을 편안하게
지탱
• 안장 머리 스타일의 어깨받이가 단단하게
원위치를 유지하며 분리도 간편. 이동이 간편한
휠로 이동 또는 재배치가 용이
• 내구성이 강한 비닐 커버를 사용하여 지속적인
고강도 스튜디오 사용에도 견디도록 제작. 고밀도
EVA 폼이 최고의 편안함과 정확한 고유 수용성
피드백을 제공
• 고에너지 점프보드 또는 Cardio‑Tramp 리바운더
운동을 하는 동안 고마찰력 리포머 피트가 탁월한
그립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유형의 바닥에서
리포머 위치를 고정

10가지 표준 색상의 커버를 무료로 제공.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맞춤식 색상도
가능
업그레이드
• 키가 크다면 연장 업그레이드로 리포머
길이에 6"/15 cm를 추가
• 초정밀 기어바 시스템이 기어바 위치를
50% 추가
• Max Plus 수직바 및 매트 컨버터가 캐딜락
기능성을 추가
• 매트 컨버터로 편안하고 높은 표면에서
매트워크 운동이 가능

• 조립 절차 최소화.
조립 관련 지원과 비디오 지침은
merrithew.com/assembly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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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Max™ 리포머

포함 사항

건강 및 피트니스 전문가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V2 Max 리포머는 전용 필라테스 공간을 갖추고 있는 부티끄
스튜디오, 클럽, 피트니스 시설 등에게 이상적입니다. 이 표준 높이의 리포머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효율적인 단체 훈련 및 일대일 훈련 세션을 할 때 다양한 운동 사이에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 재활 환자, 활동적인 연령, 일반 피트니스 매니아 등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 초정밀 스프링 패키지: 5개의 리포머 스프링
(3 x 100%, 1 x 50%, 1 x 25%)
• 소음 감소를 위한 5개의 네오프렌 스프링 커버
• 소프트 리포머 루프 (스트랩)
• 빠른 설정 풀리 지지대
• 캐리지 스토퍼
• 기어바
• 우든 스탠딩 플랫폼
• Essential Reformer, 제3판 DVD
ST-01071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가치를 높이세요!

V2 Max 리포머 번들
V2 Max 리포머 번들에는 풋스트랩이 있는 리포머
박스, 패드가 있는 플랫폼 익스텐더, 단풍나무 롤업
폴, Essential Reformer, 제3판 DVD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01082

V2 Max Plus™ 리포머
리포머 제품군의 “캐딜락”인 V2 Max Plus 리포머는 무한 운동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독특한 장치는
표준 리포머, 높은 매트 플랫폼, 가상 캐딜락, 급등 다평면, 생물 역학적 훈련 도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수직바에 혁신적인 자동 줄감기 시스템과 이동식 풀리가 장착된 V2 Max Plus는 다양한 저항
각도를 제공하여 활동 범위를 넓히기 때문에 필라테스 기반, 스포츠용, 재활 및 모든 훈련 동작에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포함 사항
• V2 Max 리포머
• 다음 사항을 갖춘 수직바
2개의 푸시스루 스프링 단풍나무 롤다운 바를
사용하는
2개의 롤다운 스프링 폼그립 핸들이 있는
2개의 암 스프링 패드를 댄 롱스파인 끈이 있는
2개의 레그 스프링
2개의 연장 스트랩
2개의 이동식 스프링 후크
2개의 이동식 풀리와 안전 체인
• 2개의 DVD: Essential Reformer, 제3판,
Athletic Conditioning on V2 Max Plus™ 리포머, 레벨 1
ST-01067
수직바를 특징으로 하는
Max Plus 리포머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가치를 높이세요!

V2 Max Plus 리포머 번들
이 V2 Max Plus 리포머 번들에는 매트 컨버터, 풋스트랩이 있는 리포머 박스, 패드가
있는 플랫폼 익스텐더, 단풍나무 롤업 폴, 2개의 DVD: Essential Reformer, 제3판 및
Athletic Conditioning on V2 Max Plus™ 리포머, 레벨 1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T-0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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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머 선택
유리한 옵션이 너무 많을 때 적절한 리포머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훈련, 잠재적 고객, 스튜디오 규모와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Rehab V2 Max™ 리포머

V2 Max™ 리포머

SPX® Max 리포머

Rehab V2 Max 리포머는 Rehab 운동 또는 더 다양한
고객을 가진 스튜디오를 위한 완벽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장착과 탈착이 간편하도록 높게 설계된 이
리포머는 거동이 불편한 고객은 물론 키가 작은
장비는 바닥과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는 키가 큰
고객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당사의 모든 전문
리포머와 마찬가지로 이 장비도 수직바와 액세서리
보드를 사용하여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최고의 전문가 수준의 장치로 평가 받는 이 정교한
리포머는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V2 Max는 SPX Max보다 바닥이 높으며 고객이
접근하기가 더 편리합니다. 24인치/81 cm 너비의
캐리지는 큰 체격에도 적당하며 최고의 내구성과
프로그래밍 확장성이 필요한 부티끄와 클럽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이상적입니다.

이 리포머는 무게가 128파운드/58kg에 불과하지만
저희 제품중 가장 비용 효율적인 기초 레벨의 전문
리포머입니다. 이 SPX는 V2 Max와 동일한 기능 및
혁신적 특성을 가지지만 다목적 시설에 적합하도록
22인치/56 cm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더 낮은 높이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리포머는 스튜디오의 공간은
부족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품질과 성능이 필요할
경우 적합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러 장치들을 적재
가능) 합니다.

장비 사양
간편한 참조를 위해 전체 리포머 제품군의 주요 측정치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없는 장비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경우 equipment@merrithew.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리포머 모델

캐리지 길이

캐리지 너비

캐리지 높이

SPX Max

38.5인치/98 cm

22인치/56 cm

9인치/23 cm

SPX Max Plus

38.5인치/98 cm

22인치/56 cm

9인치/23 cm

V2 Max

38.5인치/98 cm

24인치/61 cm

16인치/41 cm

V2 Max Plus

38.5인치/98 cm

24인치/61 cm

16인치/41 cm

Rehab V2 Max

38.5인치/98 cm

24인치/61 cm

22.5인치/57 cm

Rehab V2 Max Plus

38.5인치/98 cm

24인치/61 cm

22.5인치/57 cm

수직바를 포함
한 높이

하중
128 파운드/58 kg

68.5인치/1.74 m

164 파운드/74.39 kg

73.5인치/1.87 m

184.5 파운드/83.69 kg

145 파운드/65.8 kg

185 파운드/83.9 kg
79.5인치/2.02 m

226.5 파운드/102.74 kg

초정밀 기어바 시스템 업그레이드
당사의 표준 기어바 시스템보다 기어바 위치가 50% 많은 이 선택적 업그레이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기 위해 탁월한 스프링 조절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프링 슬롯에 스프링이 단단히 고정되며 6
가지의 스프링 긴장도 옵션은 고객에게 더 어려운 운동 부하를 추가해줍니다.
모든 리포머 신규 구매에 대해 업그레이드 선택 가능

ST-05109

리포머 확장 업그레이드
고객의 키가 커서 길이를 연장해야 합니까? 연장 업그레이드는 리포머의 프레임과 캐리지에 6인치/15 cm
를 추가해줍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연장 패키지에는 미드레일 레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가 큰 고객
(6 피트 '4인치/193 cm) 또는 동체가 긴 고객에게 적합한 옵션입니다.
리포머를 주문하고 연장 업그레이드를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번들에 추가하면 일반 리포머 박스를
풋스트랩이 포함된 엑스트라 롱 리포머 박스로 교체해 드릴 것입니다.
SPX Max 연장 업그레이드
V2 Max 연장 업그레이드
Rehab V2 Max 연장 업그레이드

ST-02094
ST-02096
ST-02098

수직 스탠드 번들이 SPX Max
포함된 리포머
공간이 제한적이거나 다목적 운동 공간을 가진
시설을 위한 최적의 옵션입니다. 이 리포머는
편리한 보관을 위해 똑바로 세워둡니다.
리포머를 보관하려는 장소까지 굴려서 가져간
후 일으켜 세운 다음 스탠드를 펴서 리포머를
똑바로 세워 두십시오.
번들에는 패드를 댄 플랫폼 익스텐더,
단풍나무 롤업 폴, 부드러운 리포머 루프와
로프, 초정밀 스프링 패키지, Essential
Reformer, 제3판 DVD가 포함됩니다
ST-11032 — 개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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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바의 구조적 특성
리포머 운동기구에 수직바 (Vertical Frame) 를 추가하면
리포머의 완전한 기능은 물론 프로그래밍 옵션도 극적으로
증가하여 이 장비 하나로 캐딜락 운동의 80%를 할 수
있습니다.

1

1. 이동식 풀리
다양한 각도의 저항에 견딜 수 있어서 활동 범위가 넓고 근육 활성도를
최적화합니다. 반듯이 누운 자세, 옆으로 누운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선 자세
등에서 하는 다양한 운동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6

2. 롤다운 바
약한 강도나 일반 강도의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동식 아이훅 또는
수직바에 연결할 수 있으며, 매트 컨버터나 리포머 캐리지와 함께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옵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2

3. 이동식 아이훅
수직바의 전체 높이까지 이동하여 팔과 다리의 스프링을 사용할 때 각 운동의
저항 각도를 변경합니다.
4. 푸시 스루 바
이동식 캐리지나 매트 컨버터와 함께 위아래의 스프링을 사용하며 서서 하는
운동에 특히 적합합니다

3

5. 팔다리 스프링
팔다리 스프링은 수직바 또는 이동식 아이훅의 양쪽 측면과 뒤쪽의 다양한
위치에서 연결하여 운동 옵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5
4

6. 안전 체인
푸시스루 바를 고정합니다.
연장 스트랩 (18페이지 참조)

연장 스트랩 끈을 끈을 허벅지, 골반 또는 몸통에 감으면 리포머 프로그래밍이
용이해집니다. 무릎 관절의 지지력과 안정성을 돕고 근육 활성도를 개선하므로
재활에 안성맞춤입니다.

Max Plus™ 수직바
2개의 푸시스루 스프링, Maple 롤다운 바를 사용하는 2개의 롤다운 스프링,
폼그립 핸들이 있는 2개의 암 스프링, 패드를 댄 롱스파인 끈이 있는 2개의 레그
스프링, 2개의 연장 스트랩, 2개의 이동식 스프링 후크, 2개의 이동식 풀리와
안전 체인이 함께 제공됩니다.
V2 Max
Rehab V2 Max
SPX Max

ST-02045
ST-02046
ST-02047

구식 수직바 (사진에 없음)
구식 수직바는 모든 모델에서 사용 가능하며, 구식의 로프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전 모델의 리포머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수직바에는 고정형 아이훅이 있으며
이동식 아이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개의 푸시스루 스프링, Maple 롤다운 바를 사용하는 2개의 롤다운 스프링,
폼그립 핸들이 있는 2개의 암 스프링, 패드를 댄 롱스파인 끈이 있는 2개의 레그
스프링, 2개의 연장 스트랩과 안전 체인이 함께 제공됩니다.
참고: 수직바는 HOME SPX 모델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V2 Max
Rehab V2 Max
SPX Max

ST-02039
ST-02012
ST-02076

매트 컨버터를 추가하는 이유?
매트 컨버터가 있으면 이동이 어려운 고령의 고객에게 편리한 높이에서
리포머를 통한 매트 운동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골프 스윙과
오버헤드 스로우를 개선하는 운동이 포함된 운동 수업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십시오.

13

필라테스 재활 스튜디오 세트

나만의 스튜디오 또는 클리닉을 개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당사의 재활
리포머는 부상을 당했거나 이동에 불편한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은 캐리지와 함께
재활 운동의 궁극적인 설정을 제공하고 각종 보완 장비 및 액세서리를 갖추었습니다.

필라테즈 재활 스튜디오 번들 1
매트워크 및 리포머
이 특별 가격으로 출시된 재활 장비 번들을 사용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으면서 코어 스태빌리티, 주변 운동성,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을 지시하고
또 실시하십시오. 필라테스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STOTT PILATES
매트워크 및 리포머 재활 코스 (RMR1&2) 에 필요한 표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사항
• Rehab V2 Max Plus™ 리포머
• 풋스트랩이 있는 리포머 박스
• 매트 컨버터
• 패드가 있는 플랫폼 익스텐더
• 단풍나무 롤업 폴
• Rotational Diskboard™
• 점프보드
• 아크 배럴
• 발목 스트랩
• 2개의 DVD: Essential Reformer, 제3판 및 Athletic
Conditioning on V2 Max Plus™ 리포머, 레벨 1
ST-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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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즈 재활 스튜디오 번들 2
캐딜락, 체어 및 배럴
이 번들에는 확장된 필라테스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며 캐딜락, 체어 및 배럴 재활
코스 (RCCB1&2) 에 필요한 표준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사항
• 캐딜락/트레페즈 테이블
• Split-Pedal Stability Chair™ 핸들 포함
• 래더 배럴
• 스파인 서포터
• 스파인 코렉터
• 12인치 회전 디스크[쌍]
• 2개의 DVD: Essential Cadillac, 제2판 및
Essential & Intermediate Stability Chair, 제2판
ST-11002

재활 인핸스드 일대일
스튜디오 번들
이 번들은 일대일 재활 번들에 캐딜락을
추가합니다.
ST-11046

재활 일대일 스튜디오 번들
재활 일대일 스튜디오 번들은 공간이 제한적인 소규모
필라테스 비즈니스에 이상적입니다. 이 훌륭한 번들
옵션은 고객에게 완전한 재활 스튜디오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포함 사항
• Rehab V2 Max Plus™ 리포머
• 풋스트랩이 있는 리포머 박스
• 매트 컨버터
• 플랫폼 익스텐더
• 단풍나무 폴
• 아크 배럴
• 래더 배럴
• Split-Pedal Stability Chair 핸들
포함
ST-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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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io-Tramp® 라바운더

리포머 액세서리

조정을 용이하게 해주고, 운동 강도를 더하며, 주요 근육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이캘리버
액세서리로 리포머 성능을 극대화하십시오. 모든 재활 스튜디오 또는 클리닉에 필수인 추가
유닛입니다.
풋스트랩이 있는 리포머 박스
높이를 높이고 리포머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활동 범위를 넓히려면 리포머 박스를 추가하십시오. 리포머 박스는 고관절 굴근이 단단한 사람들이나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무릎 사용 운동의 변형으로서 훌륭한 액세서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3가지의 선택 항목은 레귤러, 엑스트라 톨, 엑스트라
롱입니다. 엑스트라 톨 옵션은 다리와 팔의 측면 운동을 위해 높이를 추가하기 위해 SPX® Max 리포머와 함께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모든 사이즈에는 풋스트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귤러

ST-02000

엑스트라 롱

ST-02002

엑스트라 톨

단풍나무 롤업 폴

가중 바

Merrithew의 견고한 단풍나무 롤업 폴은 리포머, 래더 배럴 또는 매트에서
운동을 할 때 견갑골의 안정화를 위해 집중력을 높일 때 사용됩니다.

가중바는 무게가 2파운드/0.9kg이고 고무로 덮여 있으며 엔드캡을 크롬 처리한
금속 막대기입니다. 리포머, 래더 배럴 또는 매트에서 운동을 할 때 저항력을
높이고 견갑골의 안정화를 위해 집중력을 높일 때 사용됩니다.

ST-06008

ST-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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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머 액세서리 보드

Cardio-Tramp® 리바운더

Jumpboard™

Rotational Diskboard™

인기 상품! 리포머 프로그래밍에 에너지가 넘치고
열량 소모가 많은 심장 강화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부드러운 착지 표면은 발이 민감한 고객에게
발 받침대의 역할을 해주며,더 오랜 시간 동안
플라이오메트릭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재활 후 운동에서 전문적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운동에 적합합니다.

넓은 플랫폼과 단단한 패딩식 도약판은
플라이오메트릭 (plyometric) 및 유산소 운동
시 생체 역학적으로 확실한 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 풋바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발을 가진 고객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고급 소재와 튼튼한 금속 프레임으로 제작된
이 점프보드는 과격한 사용 조건에서도 우수한
안정성, 검증된 내구성 및 지속적인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이 독특한 리포머 액세서리는 다양한 발 배치
옵션에 맞도록 수직 및 수평 장착 슬롯을
제공합니다. 개별적인 장착 슬롯은 비대칭적
자세에 맞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 및 신장을 번갈아
하고, 내전 및 외전, 또는 여러번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재활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그림과 같이 2개의 10인치/25.4 cm
디스크와 함께 제공됩니다.

24인치/61 cm
22인치/56 cm, SPX

ST-02067
ST-02068

24인치/61 cm
22인치/56 cm, SPX

ST-02017
ST-01043

24인치/61 cm
22인치/56 cm, SPX

ST-02051
ST-02054

또한 발이 큰 고객을 위한 2개의 12인치/30.5 cm 디스크

세트도 있습니다

ST-06051

Cross-Bow™

소프트 풋바

Vinyasa Triangle™

점프보드에 부착되는 이 유닛은 운동 시 손, 손목
및 어깨가 가장 이상적으로 정렬되도록 점프보드의
높이를 넘어 확장되는 굽은 핸들을 추가합니다.
쿠션 바는 스탠딩 트레이닝 또는 숨쉬기 운동을
위한 튼튼한 그립을 제공하는 동시에 넓은 그립은
어깨가 넓은 이용자들의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조절식 높이는 키가 큰 고객 또는 유연성이 약한
분들께 가장 좋습니다.

부적절한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신고 걷거나,
달리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신을 신고만 있어도
발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밀한 폼을 여러
겹 덮어서 제작한 이 리포머 액세서리는 발 표면이
민감하거나 발에 부상을 당한 고객이 리포머
상에서도 발로 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 풋바를 대체하는 편안한 대용품입니다.

이동식 숄더 레스트와 함께 당사 리포머의 어떤
모델에나 다 맞게 설계된 이 빈야사 트라이앵글은
까다롭고 역동적인 자세와 동작을 추가하여 고객에
대한 프로그래밍 옵션을 대폭 확장시켰습니다.
이 독점적으로 설계된 연결부는 2개의 기울어진
측면에 팔,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지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점프보드 및 패딩식
플랫폼 익스텐더 등 다른 유닛과 결합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또한 스탠딩 플랫폼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하드웨어와 함께 제공됩니다.

크로스보우 		

ST-02102

점프보드 및 크로스보우 콤보
24인치/61 cm
ST-02103
22인치/56 cm, SPX
ST-02104

24인치/61 cm 프레임
22인치/56 cm, SPX

ST-02004
ST-01040

24인치/61 cm
22인치/56 cm, SPX

ST-02111
ST-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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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가 있는 플랫폼 익스텐더

매트 컨버터

리포머에서 앉거나 서서 하는 운동을 위해
높이가 있는 패드 표면을 제공합니다.
고관절 굴곡 문제가 있는 고객이 올바르게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앉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리포머를 안정적이고 높은 매트워크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쿠션이 있는
표면을 제공합니다. 캐딜락 기능을 얻기
위해 매트 컨버터와 수직바를 리포머에
추가합니다.

24인치/61 cm, V2 Max/Rehab V2 Max
22인치/56 cm, SPX		

24인치/61 cm V2Max/Rehab V2 Max
22인치/56 cm SPX Max/SPX Max Plus
22인치/56 cm At Home/Club SPX

ST-02015
ST-02069

ST-02006
ST-02048
ST-02075

롤링 베이스
최고 5개의 SPX Max 리포머까지 쌓아서 보관합니다. 공간이 제한적인 시설에
안성맞춤.

참고: 분리식 숄더 레스트가 있는 SPX MAX 상용 리포머의 경우에만 적재가 가능합니다.

ST-02036

리포머 및 장비 전용 스트랩 및 핸들
쌍으로 판매
발목 스트랩

폼 그립 핸들

표준 리포머 루프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족저근막염을 포함한 발 질환을 가진 고객에게
사용합니다. 이 스트랩에는 안전과 완벽한 착용감을
위해 벨크로 클로저가 있으며, 사용자가 편안하게 피트 인 스트랩 (feet in strap)
운동과 다리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T-02007

이 핸들은 편안함을 위해 쿠션이 있으며, 표준 리포머 루프 대신 리포머에
사용하고, 수직바와 캐딜락 운동을 위해 가벼운 암 스프링에 사용합니다.

ST-02019

롱 스파인 스트랩
기존의 로프 시스템에서 로프를 연장하기 위해 긴 스파인 스트랩을 소프트
리포머 루프에 고정합니다. 캐딜락과 수직바에서 레그 스프링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패드 사용 및 패드 없이 사용 가능.
패드 없음		
패드 사용		

연장 스트랩

소프트 리포머 루프

이 스트랩은 무릎 관절의 조정을 도와주고 발 운동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수직바, 캐딜락, 월 유닛, 스프링 월이 있는 리포머에서 사용합니다. Max Plus
리포머의 표준인 24인치/61 cm와 허벅지에 근육이 많은 고객을 위한
26 인치/66 cm와 같은 2가지 사이즈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포머 로프에 연결된 소프트 리포머 루프는 편안한 쿠션이 있으며 로프 길이를
빠른 시간에 줄이기 위해 접어서 겹칠 수 있습니다. 모든 PX Max, V2 Max 및
Rehab V2 Max 리포머에서 표준.

24인치/61 cm
26인치/6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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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2008
ST-02016

ST-02014
ST-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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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2009

메이플 롤업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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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 월

스튜디오 및 클리닉 장비
귀하의 재활 스튜디오 또는 클리닉을 완성해
줍니다.

Spring Wall™
공간이 제한적인 시설이나 밴드를 연결할
단단한 장소가 필요한 재활 클리닉에 이상적.
이 벽 장착 장치에서의 운동은 직립, 무릎
꿇기, 측면 눕기, 반듯이 눕기 또는 엎드리기
등의 자세로 할 수 있습니다. 바닥 운동을 위한
플랫폼 매트 (별도 판매) 와 함께 사용하거나
단독 사용도 가능합니다. 스프링, 핸들, 롤다운
바의 전체 구성품과 함께 제공됩니다.
포함 사항
• 롤다운 바
• 스프링 클립이 있는 2개의 롤다운/암 스프링
• 레그 스프링 2개
• 2개의 폼 그립 핸들
• 2개의 패드를 댄 풋스트랩
폭 22인치/56 cm x 높이 72인치/183 cm
• 35 파운드/16 kg
ST-01052

Split-Pedal Stability Chair™ 핸들 포함
컴팩트하고 이동이 쉬운 스태빌리티 체어는 공간 제약이 있는 스튜디오, 클리닉 또는 자가 주택에 가장
적합합니다. 지지력이 있는 스프링 저항력을 사용하여 사용자는 다양한 기능성 훈련을 하기 위해 앉거나,
눕거나, 선 자세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근육의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되고 전신 운동
• 앉거나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고객에게 이상적
• 2개의 페달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나 함께 잠그어 하나로 작동
• 견고한 핸들이 똑바로 선 자세로 운동할 때 지지력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분리 가능
• 이동이 간편한 휠이 있어 원활하게 장비를 재배치 또는 이동
• 모든 커버 색상을 선택 가능
폭 31인치/78.8 cm x 길이 31.5인치/80 cm x
높이 46.5-54인치/118-137 cm
82 파운드/37.2 kg
핸들 포함		

ST-01018

폭 31인치/78.8 cm x 길이 31.5인치/80 cm x
높이 24.25인치/61.5 cm
70 파운드/31.75 kg
핸들 불포함		

ST-01017

많은 운동 옵션이 수록된
Essential & Intermediate Stability
Chair DVD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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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 체어

캐딜락 월 유닛
공간이 제한적인 스튜디오를 위한 벽에 장착하는 캐딜락 솔루션. 플랫폼 매트 또는
분리형 플랫폼 매트와 함께 사용 가능. 견고한 구조가 곡예 비행까지 연결되는 기본
동작을 지탱. 스프링 길이, 긴장도, 부착 부위가 다양하여 모든 레벨에서 기능적
운동이 가능.
포함 사항
• 4개의 스프링이 있는 푸시스루 바 (2개는 보호 커버와 잠금 스프링 클립 사용)
• 2개의 스프링이 있는 단풍나무 롤다운 바
• 폼 그립 핸들이 있는 2개의 라이트 암 스프링
• 패드를 댄 롱 스파인 스트랩이 있는 2개의 레그 스프링
• 이중 스프링 클립 부착물이 있는 안전 체인
• Essential Cadillac, 제2판 DVD
폭 30인치/76.2 cm x 높이 69인치/175.26 cm x 깊이 9.25피트/2.8 m • 105 파운드/47.63 kg
플랫폼 매트 포함

ST-01004

폭 30인치/76.2 cm x 높이 69인치/175.26 cm x 깊이 25인치/63.5 cm • 55파운드/24.95 kg
플랫폼 매트 불포함

ST-01006

10가지 표준 색상의 커버를 무료로 제공.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맞춤식 색상도 가능.

잠금 스프링 클립

단풍나무 롤다운 바

푸시스루 바

높은 플랫폼 매트
자기 수용성 피드백을 제공하는 지지력 있는 표면 제공. 고밀도 폼 패드, 내구성 있는 긁힘 방지 비닐 커버 사용, 풋스트랩 포함. 매트워크 운동을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스프링 벽 또는 캐딜락 벽 장치와 함께 사용. 분리형 플랫폼 매트는 간편한 취급과 배송료 절약을 위해 2개 섹션으로 배송.

플랫폼 매트

분리형 플랫폼 매트

2개의 작은 상자가 포함된 플랫폼 매트

폭 24인치/61 cm x 길이 86인치/218.44 cm x
높이 7인치/17.78 cm
50 파운드/22.68 kg

폭 24인치/61 cm x 길이 86인치/218.44 cm x
높이 7인치/17.78 cm
50 파운드/22.68 kg

폭 23.75인치/60 cm x 길이 86인치/218.44 cm x
높이 7.25인치/18.5 cm
39.5 파운드/18 kg

ST-01009

ST-02021

ST-01007

작은 상자, 쌍
플랫폼 매트용 받침대가 있는 다우웰 시스템
폭 36인치/90 cm x 길이 5.5인치/14 cm x 높이 9.5인치/24 cm
• 3 파운드/1.36 kg

폭 8인치/20.32 cm x 길이 10인치/25.4 cm x
높이 7.25인치/18.42 cm
3 파운드/1.36 kg

ST-01005

ST-06009

모든 장비 부품에 대한 조립 지원 및 비디오 설명은 merrithew.com/assembly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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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배럴

래더 배럴

척추의 압력을 완화하고 늘리기 위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아크 배럴은
매트워크에 사용하여 재활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원합니다. 고밀도 EVA
폼 쿠션이 최적의 편안함과 고유 수용성 피드백을 제공 아크 배럴 디럭스는
측면에 발트 자작나무 핸드 그립이 있어 편안함을 더합니다.

중요한 코어 컨디셔닝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유연성과 동작을 증강시켜
줍니다. 래더 배럴은 래더와 배럴면을 결합한 것입니다. 6개의 래더 가로대는
스트레칭, 강화 및 유연성 운동의 강도를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 가볍고 휴대 가능
• 캐딜락 또는 플랫폼 매트에서도 사용 가능

• 조절식 슬라이딩 바닥은 사다리와 배럴의 거리를 조절하여 다양한 몸통 및
다리 길이에 맞출 수 있음

• 아크 커브는 117도 각도

• 고밀도 EVA 폼이 최적의 편안함과 고유 수용성 피드백을 제공

폭 22.5인치/57 cm x 길이 23.5인치/60 cm x 높이 6인치/15 cm • 8 파운드/3.6 kg

• 이동이 간편한 휠이 있어 장비를 원활하게 재배치 또는 이동

아크 배럴		

폭 24인치/61 cm x 길이 44인치/112 cm x 높이 39인치/99 cm • 110 파운드/50 kg

ST-01012

폭 22.5인치/57 cm x 길이 23.5인치/60 cm x 높이 6인치/15 cm • 9 파운드/4 kg
아크 배럴 디럭스

• 스틸 프레임 구조로 강도, 안정감, 내구성을 극대화

ST-01010

ST-01013

모든 배럴은 10가지 표준 색상의 커버를 무료 제공.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맞춤식 색상도 가능.

스태빌리티 배럴
기존 아크 배럴의 모든 기능과 반대쪽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이 스태빌리티 배럴은 척추 조정 및 동작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입니다. 자세를 개선하고 신체 균형과 조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합니다. 곡면은 배를
바닥에 대고 엎어졌든, 등을 바닥에 대고 반듯이 눕든, 옆으로 눕든 어떤 위치에서나 신체를 지지하는 패딩식
지지대를 제공하고 부드러운 베이스는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평평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 배럴은
상체 크기, 유연성 범위 및 운동 요구가 서로 다른 다양한 사용자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징
• 구부러진 발트해 자작나무로 제작
• 배럴 패딩은 스위스에서 제작된 AirEx Coronella의 방습 기능을 가진 내구성이 뛰어난 고급 폼 매트이며
두께가 15mm/0.6인치입니다. 미끄럼 방지 표면은 항균 위생표면으로서 에너지를 고르게 흡수하며 압력이
없어지면 신속하게 원래의 모습을 복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견인포 (Traction Strips) 부착
• 서거나 앉거나 팔로 지탱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
폭 24인치/61 cm x 길이 29.5인치/75 cm x 높이 6.25인치/15.5 cm • 16.41 파운드/7.44 kg
ST-02218

스태빌리티 배럴의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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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 배럴

회전 디스크

BOSU®† 프로 밸런스 트레이너

빈백

견고하고 실용적인 회전 디스크는 회전으로 강도를
높이며 서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에 다양성과
변화를 추가해줍니다.

전세계 피트니스 시설에서 사용하는 BOSU 밸런스
트레이너는 바닥이 위 또는 아래를 향하도록
사용하여 밸런스와 안정감 강화를 위해 불안정한
표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OSU를 사용하여
어려운 심장 강화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기르고
복부의 힘을 강화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빈 백을 돌렸다 풀면서 팔목과 팔의 힘을
강화하십시오. 테니스 엘보우를 치료하는데 적합.
내구성 있는 비닐 로프와 견고한 단풍나무 핸들.

미끄럼 방지 표면의 견고한 자작나무 구조. 직경이
10인치/25.4 cm 또는 12 인치/30.5 cm가 2개 세트로
구성, 또는 직경 19인치/48.25 cm가 1개.
10인치/25.4 cm, 쌍
12인치/30.5 cm, 쌍
19인치/48.25 cm, 단품

ST-06024
ST-06002
ST-06039

3 파운드/1.4 kg		

ST-06001

폭 26.5인치/67.3 cm x 길이 26인치/65.4 cm x
높이 10인치/25.4 cm • 17 파운드/7.7 kg
ST-06176

스파인 코렉터

Pilates Edge™

스파인 서포터

이 다목적 장비는 몸통, 어깨, 등, 다리 등을 늘리고
강화하는 운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발트해 자작나무 패널과 고밀도 폼 패딩으로 만든
견고한 목재 구조. 단풍나무 핸드그립 포함.

이 엣지의 각진 표면은 몸통, 팔, 다리에 강도와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몸 높이를 높게 배치할 때
이상적입니다. 견고한 목재 구조를 하고 있으며
단단한 폼 패드 및 쓸림이 없고 쉽게 닦아낼 수 있는
비닐 커버를 사용. 밴드와 튜브를 포함한 저항력
장비를 연결하는 일체형 링 포함.

목의 긴장감을 줄이고 매트와 기타 장비에서
운동하기 위해 척추를 안정화시키는데 이상적.
허리가 약한 고객의 임신 기간 중 운동을
변경하거나 배 운동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만들 때
자주 사용. 고밀도 폼 패딩을 사용한 견고한 목재
구조. 통합형 지지 스트랩 포함.

폭 21인치/53.4 cm x 길이 39인치/99.1 cm x
높이 14.5인치/36.8 cm • 17 파운드/7.7 kg

폭 13인치/33 cm x 길이 29.5인치/75 cm x
높이 15인치/38 cm • 8 파운드/36 kg

ST-06044

ST-01016

폭 21.5인치/54.6 cm x 길이 30.75인치/81.3 cm x
높이 12인치/30.5 cm • 24 파운드/10.9 kg
ST-01011

Halo® 트레이너*
이 기능이 다양한 인체 공학적 운동 기구는 모든 재활 프로그램에 이상적인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이 고유의 헤일로 트레이너는 선택적으로 안정성과 체중 저항을 제어하고 깊은 안정화 근육을 활성화하여
몸 전체 트래이닝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게 해줍니다. 헤일로 트레이너 및 스태빌리티 볼의 사용과 함께 재활 및 치료 요법
전문가는 움직임이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능적 강도 및 안정성 트레이닝에 대한 고유의 진행 또는 회귀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폭 21인치/53.5 cm x 길이 24인치/61 cm x 높이 12인치/30.5 cm 볼 지름 21.5인치/55 cm • 8 파운드/3.6 kg

헤일로 트레이너
볼과 펌프 제외

헤일로 트레이너
스태빌리티 볼과 펌프 사용

헤일로 스태빌리티 볼
그레이

ST-02208

ST-02209

ST-06157
800 파운드/362 kg에서 안전 테스트 합격

* HALO®는 HALO Rehab and Fitness,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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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빌리티 볼

균형, 마사지 및 치료 액세서리

불안정한 지지대 베이스 위에서 운동을 하면 신체에서 가장 깊은 안정화 근육들이 결합됩니다.
균형과 웨이트 볼을 추가하면 실적 강화와 토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Stability Ball™ 및 펌프

Mini Stability Ball™

미니 스태빌리티 볼 폼

미끄럼 방지 골 표면과 라텍스가
첨가되지 않은 안티버스트 폴리비닐로
만들어진 스태빌리티 볼은 균형을
개선하면서 상체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또한 사무실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50 파운드/250 kg 압력에서
안전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코어 스태빌리티 및 등 강화 운동에
초점을 두면서 자세를 개선합니다.

팽창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그립 및
미끄럼 방지 텍스처가 있는 스태빌
리티 볼 제품군에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지름 22인치/55 cm, 5.3피트/1.7 m 또는
10개 | CTN

100개 | CTN

블랙 신제품!
블루

ST-06206
ST-06034

지름 26인치/65 cm, 5파트4인치5피트11인치/1.7-1.85 m 10개 | CTN
실버 신제품!
그린

ST-06207
ST-06033

지름 29.5인치/75 cm, 6피트+/1.88 m +
10개 | CTN
그레이 신제품!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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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06208
ST-06049

지름 초소형, 5인치/13 cm
100개 | CTN
레드

ST-06215

지름 소형, 7.5인치/19 cm
블루
블루

ST-06045
ST-06216 소매용 포장

지름 중형, 10인치/25 cm
80개 | CTN
라임
라임

ST-06115
ST-06217 소매용 포장

지름 대형, 12인치/30 cm
60개 | CTN
오렌지
오렌지

ST-06116
ST-06218 소매용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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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7.5인치/19 cm
24개 | CTN
블루

ST-06188

Air Balance Ball™
및 펌프
이 가벼운 휴대용 볼을 사용하여 전신
운동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미니
스태빌리티 볼을 올바로 사용하면
부드러운 마사지의 추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 강화,
유연성 개선 및 뻣뻣한 근육 완화에
사용합니다.
지름 10인치/25 cm
50개 | CTN
레드

ST-06117

플렉스 마사지 스틱

플렉스 마사지 스틱
이 맞춤형 마사지기는 항상 의도했던 그대로의 완벽한 마사지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동식 롤러는 정확한 지점을 두드리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 17.4인치/44 cm
20개 | CTN
그린

ST-06183

Total Body Massage Stick™
스트레칭, 워밍업 또는 휴식에 적합한 이 컴팩트 마사지기로 큰 근육 그룹을
집중적으로 마사지합니다.
길이 14인치/36 cm – 트래블
30개 | CTN
블랙/그린
블랙/레드

ST-06209
ST-06210

길이 18인치/46 cm
30개 | CTN
블랙/그린
블랙/레드

ST-06158
ST-06194

피넛 볼 마사지기 쌍

웨이트 마사지 롤러 쌍

향상된 마사지에 완벽한 도구입니다. 피넛 볼 마사지기로 아픈 근육이 안도와
휴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자극하는 데
적합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은 신체 윤곽선과 일치하고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
어깨 및 종아리 근육을 따라 어려운 목표 지역에 도달합니다.

근육 긴장 완화에 이상적인 웨이트 마사지 롤러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동시에
반사 영역을 자극합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이 한 쌍의 롤러는 토닝 운동용
덤벨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 6인치/15 cm x 폭 2.75인치/7 cm
12개 | CTN
레드

길이 4.25인치/10.8 cm x 폭 2인치/5 cm • 0.55 파운드/250 g
12개 | CTN
블루

ST-06181

ST-06195

마사지 볼

밸런스 앤 테라피 돔 쌍

이 도구는 목, 허리 및 둔부의 관절과 근육 통증을 이완하는 동시에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발, 발목, 하퇴, 손목, 손과 팔의 치료 및 재활로 많은 인기를 받는 밸런스 앤
테라피 돔은 운동과 균형 트레이닝에 가장 적합합니다. 돔의 평평한 면을 아래로
하면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고 둥근 부분을 아래로 하면 운동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대형, 단품 – 지름 4인치/10 cm
98개 | CTN
레드		
그린 신제품!
옐로 신제품!		

ST-06098
ST-06248
ST-06250

지름 6.5인치/16.5 cm x 높이 3.7인치/9.5 cm
12개 | CTN
레드

ST-06192

소형, 쌍 – 지름 2.7인치/7 cm
98개 | CTN
레드		
그린 신제품!		
옐로 신제품!		

ST-06099
ST-06249
ST-06251

콤보 (대형 1개, 소형 1개 포함)
100개 | CTN
레드		

ST-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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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롤러
튼튼하고 탄력있는 EVA 폼으로 만든 프리미엄 Foam Roller™는 더해진 편안함에 대한 둥근
모서리와 함께 다양한 크기와 색으로 제공됩니다. 앉거나, 서 있거나 누워있는 동안 강도,
유연성, 균형 및 조정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폼 롤러의 둥근 모서리는 안락함을 더해줍니다.

A. 폼 롤러 소프트 18인치 및 36인치 신제품!
전에 폼 롤링이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소프트 롤러 버전은 귀하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대상 영역에 더 많거나 더 적은 압력을
가하면서 폼 롤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체 지름 6인치/15 cm x 길이 18인치/46 cm
12개 | CTN
블루		

ST-06203

A
B

전체 지름 6인치/15 cm x 길이 36인치/92 cm
12개 | CTN
블루		

C
D

ST-06169

E

하프 지름 6인치/15 cm x 길이 36인치/92 cm
24개 | CTN
블루 신제품!		

ST-06252

B. 쇼트 폼 롤러 디럭스 18인치
길이는 오리지널 폼 롤러 디럭스의 1/3입니다.
지름 6인치/15 cm x 길이 18인치/46 cm
12개 | CTN
블랙		
오렌지		
그린		

ST-06093
ST-06179
ST-06198

C. 미디엄 폼 롤러 디럭스 24인치
길이는 오리지널 폼 롤러 디럭스의 2/3입니다.
지름 6인치/15 cm x 길이 24인치/61 cm
12개 | CTN
블랙		
오렌지		
그린		

ST-06092
ST-06178
ST-06197

D. 폼 롤러 디럭스 36인치
오리지널 폼 롤러 디럭스.
지름 6인치/15 cm x 길이 36인치/92 cm
12개 | CTN
퍼플		
블랙		
오렌지		
그린		

ST-06041
ST-06091
ST-06177
ST-06196

E. 하프 폼 롤러 디럭스 36인치
풀 버전의 동일한 이점과 함께 반달 모양의 이 안정된 단면은 에센셜 레벨
운동과 재활 시나리오에 이상적입니다. 이 롤러는 부드러운 마사지를
제공하면서 안정성과 운동 효과를 강화하는 독특한 촉감 미끄럼 방지
표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프 지름 6인치/15 cm x 길이 36인치/92 cm
24개 | CTN
퍼플		

ST-06070

폼 롤러 디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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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포인트 폼 롤러 투인원

비팽창식 바디 롤러 35인치
원하는 수준까지 팽창 또는 수축하는 이 롤러로
아프거나 지친 근육을 이완하십시오. 펌프가 함께
제공됩니다.
지름 6인치/15.25 cm x 길이 35인치/89 cm
10개 | CTN
블루

ST-06180

마사지 포인트 폼 롤러 15인치
EVA 폼으로 구성되고 생생한 빨간색 ABS 코어를
특징으로 하는 이 특별한 롤러는 조직 깊숙이
마사지를 제공하고 자기 근육근막 방출을 용이하게
하는 마사지 요법 치료사의 손가락을 모방한
부드러운 질감의 표면을 제공합니다.
지름 5.5인치/14 cm x 길이 15인치/38 cm
6개 | CTN
블랙

ST-06161

마사지 포인트 폼 롤러 투인원
폼 롤링 루틴 또는 해당 운동 시간에 정식 마사지
포인트 폼 롤러 투인원 (24인치/61 cm) 을
사용하거나 두 개의 분리 유닛 (12인치/30.5 cm)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름 5인치/12.7 cm x 길이 2 x 12인치/30.5 cm
6개 | CTN
블랙

ST-06162

재활 액세서리 키트
이들 필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필라테스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비용도 절약!
포함 사항
• 2개의 피트니스 써클 라이트
• 2개의 레귤러 스트랭스 Flex-Band®
• 2개의 폼 롤러 딜럭스
• 4개의 1파운드/0.45kg 토닝 볼
• 2개의 25.6인치/65 cm 스태빌리티 볼
• 2개의 7.5인치/19 cm 미니 스태빌리티 볼
• 1개의 그리퍼 매트
• 1개의 친환경 필라테스 패드
• 1쌍의 12인치/30 cm 회전 디스크
• 2개의 스태빌리티 쿠션
• 1개의 폼 쿠션 A/B/C
ST-0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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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Circle® 프로

레지스턴스 장비

운동에 레지스턴스 장비를 통합하면 근력과 지구력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운동 강도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이 소품은 어떤 적격 조건에서든 신체의 톤과 힘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Fitness Circle 제품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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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고

저

모델

지름

색

재료

무게

권장 높이

권장 사용

피트니스 서클 프로

12인치/30.5 cm

퍼플

강철링 (TPE 핸들 포함)

1.5 파운드/0.68 kg

5.5피트/1.65 cm 이하

스튜디오, 피트니스 시설 및 GX
수업에 적합

피트니스 서클 프로

12인치/30.5 cm

블랙

강철링 (TPE 핸들 포함)

1.5 파운드/0.68 kg

5.5피트/1.65 cm 이하

스튜디오, 피트니스 시설 및 GX
수업에 적합

피트니스 서클 프로

14인치/35.5 cm

블루

강철링 (TPE 핸들 포함)

1.65 파운드/0.74 kg

5.5피트/1.65 cm 이하

스튜디오, 피트니스 시설 및 GX
수업에 적합

피트니스 서클 프로

14인치/35.5 cm

블랙

강철링 (TPE 핸들 포함)

1.65 파운드/0.74 kg

5.5피트/1.65 cm 이하

스튜디오, 피트니스 시설 및 GX
수업에 적합

피트니스 서클
라이트

14인치/35.5 cm

블랙

파이버글래스 (홈 핸들
포함)

0.75 파운드/0.34 kg

5.5피트/1.65 cm 이하

입문자, 홈 사용자 또는 여행에
적합

DVD와 피트니스
서클 라이트 키트

14인치/35.5 cm

블랙

파이버글래스 (홈 핸들
포함)

0.75 파운드/0.34 kg

5.5피트/1.65 cm +

입문자, 홈 사용자 또는 여행에
적합

피트니스 서클
토닝 링

10인치/25.4 cm

레드

NBR 슬리브로 스프링
보호

1.4 파운드/0.64 kg

모두

입문자, 홈 사용자 또는 여행에
적합

피트니스 원 플렉스

12인치/30.5 cm

블루

충격에 강한 복합
플라스틱

0.6 파운드/0.27 kg

모두

입문자, 홈 사용자 또는 여행에
적합

피트니스 원 플렉스

12인치/30.5 cm

오렌지

충격에 강한 복합
플라스틱

0.6 파운드/0.27 kg

모두

입문자, 홈 사용자 또는 여행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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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ness Circle® 프로
강한 저항력과 그립에 라텍스를 사용하지 않은 스프링강으로 만든 피트니스 써클 프로는 스튜디오와 그룹
운동 클래스에 이상적입니다. 강사들은 고객이 올바른 조정 기능을 유지하고 몸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2가지 사이즈로 제공: 12인치/30.5 cm 및 14인치/35.5 cm. 소매 친화적 포장 옵션에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운동 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직경 12인치/30.5 cm • 1.5 파운드/0.68 kg
10개 | CTN
퍼플
블랙

ST-02100
ST-06023

직경 14인치/35.5 cm • 1.65 파운드/0.74 kg
10개 | CTN
블루
블랙
블루

ST-02099
ST-06000
ST-06090 (소매용 포장)

피트니스 써클 라이트
운동에 저항력을 추가로 더해주는 기구. 광섬유로 만들어 가벼운 피트니스 써클 라이트는 초급자에게
이상적이며 집이나 여행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내외부 폼 그립이 추가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소매
친화적 포장 옵션에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운동 가이드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직경 14인치/35.5 cm • 0.75 파운드/0.34 kg
블랙
블랙

ST-06031 • 10 pcs | CTN
ST-06072 (소매용 포장) • 8개 | CTN

피트니스 써클 플렉스
이상적인 근력 강화와 토닝 도구가 필요하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피트니스 써클 플렉스는 가볍고
휴대가 가능한 도구로서 피트니스 과정에 간편하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플라스틱 화합물로
만들었으며 10인치/4 mm 두께의 소프트 그립 폼 핸들을 사용한 피트니스 써클 플렉스는 상하체 운동에
원만한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직경 12인치/30.5 cm • 0.6 파운드/0.27 kg
10개 | CTN
블루
오렌지

ST-06189
ST-06190

피트니스 써클 토닝 링 쌍
금속 스프링으로 제작되었고 NBR 슬리브로 덮힌 이 토닝 링은 귀하의 체격을 다듬고 형성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팔, 어깨, 등 상체 및 하체를 대상으로 사용합니다.
직경 10인치/25.4 cm • 1.4 파운드/0.64 kg
6개 | CTN
레드

ST-06227

Fitness Circle®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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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아령

미니 핸드웨이트 쌍

소프트 덤벨 쌍

이 미니 핸드웨이트는 팔 토닝 또는 운동 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랩은 핸드웨이트가 손바닥에 착 달라붙게 해줍니다.
6-12개 | CTN

기존 덤벨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주면서 손에 딱 맞는 그립감을 줍니다.
소프트 덤벨은 잡았을 때 편안할 뿐 아니라 바닥이나 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적습니다. 걷기 운동 시 사용하거나 팔 운동에 좋습니다.

1.1 파운드/0.5 kg 낱개

8개 | CTN

핑크

1.1 파운드/0.5 kg 낱개

ST-06103

오렌지

1.65 파운드/0.75 낱개
퍼플

레몬

2.2 파운드/1 kg 낱개
그린

라임

ST-06109

ST-06106

Flex-Band®

비-라텍스 플렉스 밴드

플렉스 밴드 핸들

이 라텍스 밴드를 사용하여 리포머에서 이뤄지는
많은 동작들을 시뮬레이션하십시오. 플렉스 밴드는
매트워크에 대한 상체 및 하체 저항을 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개의 강도와 12팩 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라텍스 옵션과 함께 플렉스 밴드 저항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컴포트와 그립을 추가하고 당사의 플렉스 밴드
핸들로 운동에 적절한 손목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폭 6인치/15 cm x 길이 78인치/198 cm
200개 | CTN
일반 강도, 그린
고강도, 블루		

일반 강도, 그린
고강도, 블루		

폭 6인치/15 cm x 길이 78인치/198 cm
12개 | CTN
저강도, 오렌지
일반 강도, 레몬
고강도, 라임		

ST-06058
ST-06059
ST-06060

100개 | CTN
블랙

ST-06043

ST-06021
ST-06022

12팩 롤
폭 6인치/15 cm x 길이 945인치/2400 cm
4개 | CTN

30

ST-06108

2.2 파운드/1 kg 낱개

ST-06105

2.75 파운드/1.25 kg 낱개
블루

ST-06107

1.65 파운드/0.75 kg 낱개

ST-06104

ST-06170
ST-0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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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화성 — 환경 친화적인
제품은 환경 보호 규정을
준수합니다.

Toning Balls™

Strength Tubing™ – 앵클

스트랭스 튜브 – 코어

매트워크 또는 장비 기반 루틴에 이상적인
도구로서 강도를 높이고 숄더 스태빌리티를
의식하고 원하는 근육 그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각종 저항 강도에서 이 앵클 스트랩으로 하체
만들기와 토닝을 높입니다. 모든 하체 근육
그룹 운동을 돕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TPR로
제작되었습니다.

지름 4.3인치/11 cm
6 또는 8개 | CTN

지름 35인치/89 cm
30개 | CTN

가볍고 휴대가 용이한 스트랭스 튜브로 운동 강도
훈련 루틴에 다양성을 추가합니다. 피트니스 또는
활력에 가장 적합한 이 다목적 저항력 도구는 상체
강도를 높이고, 팔 근육을 키워주며, 코어 토닝에
적합합니다. 패브릭 커버와 쿠션식 폼 핸들은 운동
시 최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1 파운드/0.45 kg

저강도, 오렌지
일반 강도, 레몬
고강도, 라임

퍼플

ST-06037

2 파운드/0.9 kg
핑크
블루

ST-06047
ST-06035

ST-06124
ST-06125
ST-06126

길이 49인치/125 cm – 핸들 제외
24개 | CTN
저강도, 퍼플		
일반 강도, 레드
고강도, 블루		

ST-06118
ST-06119
ST-06120

3 파운드/1.4 kg
그린

ST-06036

메디신 볼

토닝 볼 2팩
매트워크 또는 장비 기반 루틴에 대해 이상적이며
운동 강도를 높이고 원하는 근육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지름 4.3인치/11 cm • 1 파운드/0.45 kg 낱개
8개 | CTN
오렌지

ST-06052

지름 4.3인치/11 cm • 2 파운드/0.9 kg 낱개
8개 | CTN
레몬

ST-06053

지름 4.3인치/11 cm • 3 파운드/1.4 kg 낱개
4개 | CTN
라임

ST-06054

메디신 볼
재활 및 체력 훈련에 적합합니다. 코어 강도와 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4개 | CTN
4 파운드/1.8 kg
퍼플

ST-06094

6 파운드/2.7 kg
블루

ST-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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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및 클리닉 액세서리
재활 스튜디오 또는 클리닉에 완벽한 보완 유닛으로 이 액세서리 및 소품은 고객에게 추가
지원과 공간을 제공하고 운동 강도를 높여줍니다.
Stability Cushion™
스태빌리티 쿠션으로 운동 프로그램에 다양성, 기능성, 도전 정신을
추가하십시오. 안정감, 강도, 균형감을 높여 주고 또 서거나, 앉거나, 무릎을
구부리거나, 똑바로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재활
고객으로부터 전문 운동선수까지 모두에게 적합하며 350파운드/158.5 kg까지
지탱합니다. PVC 무사용.
직경 14인치/36 cm
6개 | CTN
소형, 그린		

ST-06071

지름 19.75인치/50 cm
대형, 블루		

ST-06110

A

B

C

밸런스 패드

친환경 필라테즈 패드

폼 쿠션

밸런스 패드로 운동 부하를 추가해 보십시오.
불안정한 표면이 복부와 하체 근육의 힘을
길러줍니다. 친환경적인 TPR로 만들었습니다.

친환경적인 필라테스 패드는 라텍스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저자극성이고, 기존의 고무 패드와
관련된 냄새가 없습니다. 이 미끄럼 방지 패드는
운동을 위해 적절한 자세를 만들거나 충격 흡수를
높이기 위해 쌓을 수 있습니다. 개별 판매하며 블루
색상으로만 판매됩니다.

폼 쿠션은 모든 완전 시설 스튜디오나 훈련 시설에
필요합니다. 각각의 쿠션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조정 및 생물역학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동 옵션을 넓혀줍니다.

폭 14인치/36 cm x 길이 7.5인치/19 cm x
높이 0.5인치/12 cm

머리와 목을 잘 조정해 주고, 경추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지탱해 줍니다.

폭 16인치/41 cm x 길이 9.5인치/24 cm x
높이 2.5인치/6 cm
8개 | CTN
절반 크기, 차콜, 쌍

ST-06243

폭 16인치/41 cm x 길이 19인치/48 cm x
높이 2.5인치/6 cm
8개 | CTN
대형, 차콜, 단품

ST-02101

폼 쿠션 A

폭 9인치/23 cm x 길이 6인치/15 cm x
높이 1인치/2.5 cm
ST-06004

ST-06244

폼 쿠션 B
무릎 및/또는 발목 사이에 사용하여 고관절 내전근의
활동성과 다리와 고관절의 올바른 조정 능력을
유지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지탱할 때
리포머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폭 6인치/15 cm x 길이 9인치/22 cm x
높이 3인치/7.6 cm
ST-06003

폼 쿠션 C

타원형 쿠션

그리퍼 매트

타원형 폼 쿠션은 표준 밸런스 패드와 유사하며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밀도가 더 낮으며 표면
탄력이 더 좋아 운동할 때 안정감을 덜 줍니다. 2가지
사이즈로 제공되며 별도 판매합니다.

다목적 미끄럼 방지 고무 매트로서 마찰력을
높이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장비에.

폭 7.25인치/1 8 cm x 길이 12인치/30.5 cm x
깊이 2.4인치/6 cm
소형, 블루

폭 12인치/30.5 cm x 길이 17인치/43 cm
다양한 색상		

ST-02022

앉아서 하는 운동에 적합. 허리, 고관절, 무릎에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이 이 폼 쿠션을 사용하면
최적의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폭 10인치/25.4 cm x 길이 13인치/33 cm x
높이 2.5인치/6.4 cm
ST-06005

ST-06114

폭 8.75인치/22 cm x 길이 14.5인치/37 cm x
깊이 2.4인치/6 cm
대형, 블루		

ST-06113

스튜디오 액세서리의 전체 목록은 소매 카탈로그를 참조하거나 merrithew.com/shop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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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전문가용 매트
Merrithew™/Airex Coronella 200 매트
타원형 폼 쿠션은 표준 밸런스 패드와 유사하며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밀도가 더 낮으며 표면 탄력이 더 좋아 운동할 때 안정감을 덜 줍니다. 2가지
사이즈로 제공되며 별도 판매합니다.
방습 폐쇄 셀 폼으로 만들어졌으며 Sanitized?마감재를 사용하여 세균 성장을
억제합니다. 매트 양쪽의 홈은 표면의 미끄럼을 방지하므로 요가, 핫요가,
필라테스에 적합합니다.
폭 23.5인치/60 cm x 길이 78.75인치/200 cm x 높이 0.6인치/15 mm
1개 | CTN
테라 브라운 		
그라파이트		

ST-02192
ST-02070

딜럭스 필라테스 매트
다용도 시설에 적합한 이 전문 매트는 잘 말리거나 벽에 걸 수 있어서 보관이
편리합니다. 폐쇄 셀로 만들었으며 밀도가 높은 NBR 폼이 척추를 보호하고
단단한 표면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폭 24인치/61 cm x 길이 72인치/183 cm x 높이 0.6인치/15 mm
6개 | CTN
ST-02173
ST-02176

그라파이트		
미드나잇 블루

폭 26인치/66 cm x 길이 78인치/198 cm x 높이 0.6인치/15 mm
6개 | CTN
그라파이트 앤 그로밋
매트 행거, 실버
매트 행거, 우드
그라파이트 6팩
그라파이트 6팩

추가 매트 선택
매트 스타일

ST-02188
ST-02210
ST-02190
ST-11033 – 매트 6개 + 우드 행거
ST-11051 – 매트 6개 + 실버 행거

자세한 내용은 당사 매트 부티크를 방문하십시오. merrithew.com/matboutique
용도

두께

길이

폭

전문가 또는 홈 필라테즈 스튜디오

0.4인치/10 mm

68인치/173 cm

24인치/61 cm

요가의 모든 스타일

0.2인치/5 mm

72인치/183 cm

24인치/61 cm

천연 고무 + 황마 매트

요가의 모든 스타일

0.2인치/5 mm

72인치/183 cm

24인치/61 cm

Supreme Traction Mat™*

요가의 모든 스타일

0.25인치/6 mm

72인치/183 cm

24인치/61 cm

필라테즈 익스프레스™ 매트*

모든 필라테즈 운동을 위한 시그너처 매트

0.4인치/10 mm

72인치/183 cm

24인치/61 cm

Eco-Friendly Mat

필라테즈와 요가 등의 모든 마루 운동

0.25인치/6 mm

68인치/173 cm

24인치/61 cm

접이식 여행용 매트

요가의 모든 스타일

0.06인치/1.4 mm

68인치/173 cm

24인치/61 cm

핫 요가 매트

비크람 및 핫 요가

0.1인치/2.5 mm

68인치/173 cm

24인치/61 cm

요가의 모든 스타일

0.125인치/3 mm

68인치/173 cm

24인치/61 cm

필라테즈 및 요가 매트

필라테즈와 요가의 모든 스타일

0.25인치/6 mm

68인치/173 cm

24인치/61 cm

어린이용 에코 매트

필라테즈와 요가 등의 모든 마루 운동

0.16인치/4 mm

54인치/137 cm

24인치/61 cm

Eco Deluxe Mat™*
천연 고무 매트

*

*

™*

에코 요가 매트
*

*스트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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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라이브러리
Merrithew™ DVD 라이브러리는 운동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 145개의 타이틀을 특징으로 합니다.
재활 및 피트니스 전문가부터 재택 사용자들까지 겨냥한 DVD로 당사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코스 자료

Stability Cushion™

필라테즈, 재활 및 피트니스 전문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이
DVD는 STOTT PILATES® 인증 과정을 동반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에센셜부터 어드밴스드 타이틀까지 프로그램은 재활
후부터 체력 키우기까지의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합니다.
매트워크 시리즈
STOTT PILATES: 에센셜 매트워크 (Essential Matwork), 제3판

E

DV-81147

STOTT PILATES: 인터메디에이트 매트워크 (Intermediate Matwork),
제3판

I

DV-81148

STOTT PILATES: 어드밴스드 매트워크 (Advanced Matwork), 제3판

A

DV-81149

리포머 시리즈
STOTT PILATES: Essential Reformer, 제3판 – DVD 세트 (2)

E

DV-81152

STOTT PILATES: Intermediate Reformer, 제2판 – DVD 세트 (2)

I

DV-81153

STOTT PILATES: 어드밴스드 리포머 (Advanced Reformer), 제2판

A

DV-81154

캐딜락 시리즈
STOTT PILATES: Essential Cadillac, 제2판 – DVD 세트 (2)

E

DV-81139

STOTT PILATES: Intermediate Cadillac 제2판 – DVD 세트 (2)

I

DV-81140

STOTT PILATES: 어드밴스드 캐딜락 (Advanced Cadillac) 제2판

A

DV-81141

E, I

DV-81160

A

DV-81161

E, I, A

DV-81138

Stability Chair™ 시리즈
STOTT PILATES: 에센셜 앤 인터메디에이트 스태빌리티 체어
(Essential & Intermediate Stability Chair), 제2판 – DVD 세트 (2)
STOTT PILATES: 어드밴스드 스태빌리티 체어
(Advanced Stability Chair), 제2판

배럴 시리즈
STOTT PILATES: 전체 배럴 레퍼토리

ISP/재활 시리즈
STOTT PILATES: 등 관리 레퍼토리

•

DV-81145

STOTT PILATES: 리포머 및 수직바를 이용한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 DVD 세트 (2)

•

DV-81156

STOTT PILATES: 장비를 이용한 척추, 골반 및 견갑골 안정화 –
DVD 세트 (2)

•

DV-81155

STOTT PILATES: 장비를 이용한 관절 안정화

•

DV-81157

STOTT PILATES: 리포머 및 수직바를 이용한 관절 안정화 –
DVD 세트 (2)

•

DV-81158

난이도
• 및 •• = 초급
••• = 중급
E = 에센셜 – 탄탄한 기초와 효과적인 기술 습득
I = 인터메디에이트 – 더 많은 조정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운동 강도 상향 조정
A = 어드밴스드 – 체력 조건이 우수한 고객
모든 DVD는 지역 코드가 0이며 세계 어디서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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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관리 레퍼토리
운동 36+24분 | •

암체어 필라테즈 플러스
운동 18분 | •

볼을 이용한 태교 필라테즈
운동 30분 | •

볼을 이용한 필라테즈
운동 43분 | • • •

에센셜 매트워크
운동 44분 | E

DV-81145

DV-80087

DV-84126

DV-81100

DV-81147

전문가 및 재택 입문자 타이틀
이 DVD는 가정이나 전문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활 대상자에게 적합한 프로그래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범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완전한 운동을 제공합니다. 노인, 임신 및 임산부, 유방암 환자 및 일반 매트워크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매트워크

장비
•

DV-84132

STOTT PILATES: V2 Max Plus™프로그램

E

DV-81168

STOTT PILATES: 주요 과제

•••

DV-84177

STOTT PILATES: 리포머를 이용한 체력 훈련

••

DV-81164

STOTT PILATES: 펌 앤 핏

••

DV-84076

STOTT PILATES: Stability Chair™를 이용한 체력 훈련

•••

DV-81163

STOTT PILATES: 매트워크 플로우 컨디셔닝 시퀀스 워크아웃

••

DV-81229

•••

DV-81242

STOTT PILATES: 통증 없는 자세

•

DV-80089

STOTT PILATES: 바운스 앤 톤: 리포머 액세서리 보드를 이용한
점핑 인터벌

•••

DV-81183

STOTT PILATES: 리포머를 이용한 골프 컨디셔닝

•••

DV-81144

STOTT PILATES: 그룹 리포머 운동

••

DV-81117

STOTT PILATES: 그룹 스태빌리티 체어 운동

••

DV-81162

STOTT PILATES: 플랫폼 앤 폴을 이용한 집중 리포머 챌린지

•••

DV-81246

STOTT PILATES: Fitness Circle®을 이용한 필라테즈 리포머 챌린지

•••

DV-81244

STOTT PILATES: 플랫폼 및 폴을 이용한 필라테즈 리포머 운동
강화 2단계

••

DV-84213

STOTT PILATES®: 기본 필라테즈, 제2판

STOTT PILATES: 순수 활력
STOTT PILATES: 이완 운동
STOTT PILATES: 리바이브 워크아웃
STOTT PILATES: 간단한 스트레칭
STOTT PILATES: 스탠딩 톨

•
••
••
•

DV-81197
DV-80096
DV-80082
DV-81190

STOTT PILATES: 오전 운동

•

DV-84095

STOTT PILATES: 플랫 Abs의 비밀

•

DV-84075

STOTT PILATES: 토닝된 팔, 둔부 및 허벅지에 맞는 요법

••

DV-84110

STOTT PILATES: 파워와 민첩성:
Cardio-Tramp 리바운더를 이용한 리포머 인터벌

•••

DV-81247

ZEN•GA : 플로우

••

DV-81258

STOTT PILATES: 남성을 위한 리포머 운동

•••

DV-81167

STOTT PILATES: 스태빌리티 바레 트레이닝, 1단계

••

DV-81256

STOTT PILATES: 스태빌리티 바레 트레이닝, 2단계

•••

DV-81262

STOTT PILATES: 점프보드 및 리포머를 이용한 스트랭스 및
컨디셔닝

•••

DV-81245

®

매트워크 및 소품
•••

DV-84191

STOTT PILATES: 다이내믹 밸런스 (스태빌리티 볼)

•••

DV-81192

STOTT PILATES: 스태빌리티 쿠션을 이용한 에센셜 매트워크

••

DV-81232

STOTT PILATES: 피트니스 서클 플로우

••

DV-84115

STOTT PILATES: 미니 스태빌리티 볼 운동

••

DV-84131

STOTT PILATES: 웨이트를 이용한 매트워크 플로우

•••

DV-81239

STOTT PILATES: 강도 및 민첩성을 키우는 오전 운동

••

DV-81215

STOTT PILATES: 롤 (폼 롤러) 을 이용한 필라테즈

•••

DV-81100

•

DV-81216

STOTT PILATES: 코어 밸런스 (Stability Ball™)

STOTT PILATES: 힘과 운동력을 키우는 필라테즈 타월 운동
STOTT PILATES: 필라테즈 위드 프롭스, 맥시멈 레지스턴스, 1권
STOTT PILATES: 필라테즈 위드 프롭스, 맥시멈 레지스턴스, 2권

•
••

STOTT PILATES: Essential Pilates Edge™

E

DV-81150

STOTT PILATES: 인터메디에이트 필라테즈 에지

I

DV-81151

STOTT PILATES: 필라테즈 오프 더 월

••

DV-81159

ZEN•GA: V2 Max Plus 리포머를 이용한 V2 Vinyasa 요가,* 1단계

•••

DV-81260

STOTT PILATES: Armchair Pilates™

•

DV-80086

DV-84134

STOTT PILATES: 암체어 필라테즈 플러스

•

DV-80087

DV-84135

STOTT PILATES: 핸드웨이트를 이용한 암체어 필라테즈

•

DV-81257

E

DV-81142

재활/특수 요법

STOTT PILATES: 회전 디스크

E, I

DV-81170

STOTT PILATES: 장비를 이용한 유방암 재활

STOTT PILATES: 힘과 지구력: 소품을 이용한 매트워크

•••

DV-81234

STOTT PILATES: 다이내믹 암체어 필라테즈

•

DV-84120

DV-84121

STOTT PILATES: 골퍼를 위한 에센셜 웜업 앤 컨디셔닝

•

DV-81231

DV-84179

STOTT PILATES: 유방암 재활을 위한 필라테즈

•

DV-84122

DV-84119

STOTT PILATES: 산후 필라테즈

•

DV-84128

E

DV-81146

STOTT PILATES: 등 근육 강화 비결 (스태빌리티 볼)
STOTT PILATES: 토탈 바디 스컬프팅 (플렉스 밴드)
STOTT PILATES: 토탈 바디 토닝 (토닝 볼)

•
•••
••

STOTT PILATES: 얼티밋 바디 스컬프팅 (플렉스 밴드)

•••

DV-84180

STOTT PILATES: 장비를 이용한 태교 필라테즈

ZEN•GA®: 미니 스태빌리티 볼을 이용한 플로우

••

DV-81241

STOTT PILATES: 볼을 이용한 태교 필라테즈

•

DV-84126

DV-81240

STOTT PILATES: 매트를 이용한 태교 필라테즈

•

DV-84129

STOTT PILATES: 필라테즈 에지를 이용한 태교 운동

•

DV-84127

ZEN GA: 미니 스태빌리티 볼, 브리딩 및 머슬 릴리스
•

•

각종 DVD 타이틀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merrithew.com/shop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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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부품
리포머

36

리포머 커버 키트

발목 스트랩 [쌍]

ST-02019

리포머 커버 키트 – 24인치/61 cm [고정 숄더 레스트]

ST-05120

Cardio-Tramp® 교체용 표면

ST-05065

리포머 커버 키트 – 22인치/56 cm [고정 숄더 레스트]

ST-05121

캐리지 스토퍼

ST-06012

리포머 커버 키트 – 24인치/61 cm [분리식 숄더 레스트]

ST-05116

발 받침대[이중 장책] – 22인치/56 cm [SPX]

ST-05085

리포머 커버 키트 – 22인치/56 cm [분리식 숄더 레스트]

ST-05117

발 받침대[이중 장책] – 24인치/61 cm

ST-05084

발 받침대[단일 장책] – 22인치/56 cm [SPX]

ST-05083

발 받침대[단일 장책] – 24인치/61 cm

ST-05082

캐딜락 스프링 패키지

ST-05059

더블 스위벨 스프링 클립

ST-05073

강화 레그 스프링 [그린] [쌍]

ST-05124

수직바용 강력 다리 스프링

ST-05105

퍼지 행잉 스트랩 [쌍]

ST-02010

연장 스트랩 – 24인치/61 cm [쌍]

ST-02014

잠금 스프링 클립

ST-05064

연장 스트랩 – 26인치/66 cm [쌍]

ST-02174

아이훅이 있는 롤다운 바

ST-06025

고정 롤러 [쌍]

ST-06013

스프링과 클립이 있는 롤다운 바

ST-06018

부동 롤러 [쌍]

ST-06014

안전 체인 [캐딜락/수직바]

ST-05095

폼 그립 핸들 [쌍]

ST-02007

슬라이딩 바 [수직]

ST-05061

High-Traction Reformer Feet™ [SPX®, 4개 세트]

ST-05079

스프링 – 라이트 암 [옐로우] [쌍]

ST-05125

High-Traction Reformer Feet [V2 Max™ /Rehab]

ST-05087

스프링 – 푸시스루 [블루] [쌍]

ST-05126

롱 스파인 스트랩 [쌍]

ST-02008

스프링 – 롤다운 [블랙] [쌍]

ST-05127

패드를 댄 롱 스파인 스트랩 [쌍]

ST-02016

스프링 클립

ST-02020

플라스틱 풋[Rehab/V2 Max]

ST-05062

스프링 커버 [비닐]

ST-06019

플라스틱 스프링 홀더

ST-05100

스프링 월 스프링 패키지

ST-05119

풀리 포스트 – 트래디셔널 [Pro/V2 Max]

ST-05076

스타 놉 , 4갈래, 3/8인치/95 cm

ST-05051

풀리 포스트 – 트래디셔널 [Rehab]

ST-05077

트레페즈 스프링 [레드] [쌍]

ST-05128

풀리 포스트 – 트래디셔널 [SPX]

ST-05074

트레페즈 스트랩

ST-02181

풀리 포스트 – 트래디셔널 [SPX, 크롬]

ST-05075

월 유닛 스프링 패키지

ST-05118

풀리 포스트 – 퀵 세트 [V2 Max]

ST-05106

풀리 포스트 – 퀵 세트 [Rehab V2 Max]

ST-05107

리포머 박스 풋스트랩

ST-02018

스프링 – 헤비 [레드] [쌍]

ST-05129

리포머 로프 – 자동 줄감기 시스템 [쌍]

ST-06042

스프링 – 라이트 [블루] [쌍]

ST-05130

리포머 로프 – 트래디셔널 [쌍]

ST-06016

스프링 패키지 – 스태빌리티 체어

ST-05060

리포머 스프링 커버 [네오프렌]

ST-05070

스타 놉 – 5갈래, 3/8인치/95 cm

ST-05050

리포머 스프링 커버 세트 [네오프렌]

ST-05071

숄더 리셋 [쌍]

ST-02023

소프트 리포머 더블 루프 스트랩 [쌍]

ST-02028

소프트 리포머 루프 [쌍]

ST-02009

스프링 – 25%

ST-05054

스프링 패키지 – 초정밀[3 x 100%, 1 x 50%, 1 x 25%]

ST-05058

스프링 패키지 – 전원 켜기[3 x 125%, 1 x 100%, 1 x 50%]

ST-05098

스프링 패키지 – 트래디셔널 [4 x 100%, 1 x 50%]

ST-05057

스프링 홀더 업데이트 키트 – 22인치/56 cm [SPX]

ST-05102

스프링 홀더 업데이트 키트 – 24인치/61 cm [Pro/V2 Max]

ST-05101

스프링 볼 O링 키트

ST-05110

스프링 웨빙 보드

ST-05066

스타 놉 – 4갈래, 1/2인치/1.27 cm [리포머]

ST-05053

스타 놉 – 4갈래, 3/8인치/.95 cm [디스크보드]

ST-05052

스타 놉 – 5갈래, 3/8인치/.95 cm [리포머]

ST-05050

전통식 기어바

ST-05112

범용 조립 도구

ST-05096

수직바 케이스 [Pro/V2 Max pre-4/1/2010]

ST-05081

수직바 스프링 패키지

ST-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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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벽 장착/Spring Wall™

Stability Chair™

고객 서비스

보증

배송

맞춤식 주문

Merrithew의 모든 제품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당사의 장비는 수명이
오래 가도록 만들어졌으며 보증도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업용 리포머는
프레임, 용접, 풋바 메커니즘, 전통적
기어바에 대해 제한적 평생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증에 대한 정보는
merrithew.com/support/warranty를
방문해 주십시오.

캐나다 및 미 대륙 내 대형 장비 배송
대형 장비는 항공편을 사용하여 가두
배송으로 배송됩니다. 기타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저희 장비가 고객에게 완벽하게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구성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영업 컨설턴트에게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반품
판매하는 다수의 소형 제품은
반품할 수 있지만 대형 장비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되지않습니다.
반품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merrithew.com/support/returns의
지침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및 해외 배송
표준 견적 배송 옵션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까지 해상 운송하거나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택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서비스 및 지원
저희 팀은 고객의 질문에 언제든지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월요일-금요일, 동부 표준 시간으로
9am – 5:30pm
북미 지역 무료 전화번호
1.800.910.0001 내선: 264
영국 지역 무료 전화번호
0800 328 5676 내선: 264
해외 416.482.4050 내선 264
equipment@merrithew.com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저희 고객 서비스팀은 항상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선의
장비와 액세서리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세계
어디에나 언제든지 쇼핑하고,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Pinterest, YouTube,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는 허가를 받고 사용한 Merrithew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Max 및 Max Plus™는 다음 특허 및/또는 특허 출원 중
하나 이상의 보장을 받습니다. US 8, 057, 371, B2, 7, 878, 954 B2, 미국 출원 번호 11/329, 252, 미국 출원 번호 12/233, 968, 미국 출원
번호 60/642, 985, PCT 국제 출원 번호 2006000814. 미국 특허 번호 7857736, 및 기타 미국 및 외국 특허 출원 중. 이 자료는 명시적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HALO®는 HALO Rehab and Fitness,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미국 특허 번호
8,357,077; 8,267,845 및 D635,204. 기타 미국 및 국제 특허 출원 중.
®† BOSU는 사용 허가를 받은 BOSU Fitness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일부 제품은 그림과 같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브로셔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임야 관리를 지원하는
Forest Stewardship Counci® (FSC®이 승인한 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이 브로셔는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재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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