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ubject:  
GYROTONIC ®    PULLEY   TOWER   COMBINATION   UNIT   UPDATE   AND   AVAILABILITY  
SUMMER   2020  
GYROTONIC ®      2020년   여름의   풀리   타워   컴비네이션   유닛   업데이트   및   재고에   대해서   
 
 
Dear    GYROTONIC ®    customers,  
안녕하세요    GYROTONIC ®    고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NEW:    GYROTONIC ®    Pulley   Tower   Combination   Unit,   Model:   Ultima   XS  
새로운   안내사항   :   GYROTONIC ®    풀리   타워   컴비네이션   유닛,   모델:   울티마   XS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GYROTONIC ® 의   창시자이자   설립자인   줄리오   호바스(Juliu   Horvath)  
가    GYROTONIC ®    풀리   타워   유닛의   새로운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디자인은   현재의   울티마   풀리   타워를   기본으로   하지만   새로운   모델은   기능성과   다양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울티마XS라고   불리는   새로운   모델은   지금까지   줄리오의   기구   제작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티마XS는   수많은   트레이너들이   기다려온   최고의   기구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1. 울티마XS핸들   유닛  
a.             최소   설정:   어린이를   위한   가동범위,   제한된   가동범위의   고객,   치료가   필요한   고객   등;  
b.             최대   설정:   키가   큰   고객,   운동선수,   댄서등을   위한   가동범위;  
c.             고객의   개별   요구에   따라   높고(위)   낮음(아래)을   설정합니다.   척추의   특정부위를  
간단하고   편안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d.             언제나   편안한   의자   위치:   고객은   높이   조정이   가능한   벤치   또는   고객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휠체어를   포함한   의자에   앉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핸들   유닛은 GYROTONER ®    핸들유닛과   동일합니다.)  
 
2.             울티마XS벤치  
a.           가장   낮은   설정에서   가장   높은   설정으로   조정   가능한   벤치   높이의   개선   
b.           벤치의   폭을   개선하여   쾌적함과   안전성을   향상   
c.           다양한   팔의   포지션을   위한   새로운   핸드   그립  
 
지금   현재로서는   울티마XS의   어떠한   사진이나   자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풀리   타워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GYROTONER ®    핸들   유닛에    업그레이드된   울티마  
풀리   타워   유닛을   받아보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기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에   제조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대만에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울티마   XS를  
생산합니다.   줄리오   호바스가   생산팀과   함께   개인적으로   협력합니다.   줄리오는   제조업체의  
선택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확신합니다.    
 
첫   울티마   XS유닛은   2020년   9월/ 10월 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수   있음).  
가격은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약   $8,800   USD   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몇   달이내에   알   수   있으며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울티마   XS는   아시아에서만   가능합니다.   
 
GYROTONIC ®    Pulley   Tower   Orders   for   Asia   2020:  
GYROTONIC ®    Pulley   Tower   아시아용   주문   2020:  
 
다음   울티마   유닛   (기존   풀리   타워   버전)   은   2020년   7월   (변경될   수   있음)에   가능합니다.   
생산   레벨을   관리하기   위해   고객이   어떤   버전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선택   1:   
2020년   7월경에   홍콩에서   픽업으로   울티마   풀리   타워를   예약하고   예약금을   지불(재고는  
한정되어   있으면   날짜   확인이   필요)  
• 선택   2:   
2020년   9월/10월에   중국에서   픽업할   울티마   XS   예약하고   예약금을   지불  
 
풀리   타워의   구입을   서두르신다면   울티마   XS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현재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생산이   더   지연될   수   있음)   선택   1의   기존   울티마   모델을   선택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선택   1을   원하신다면   다음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예약금   $2,500USD를   지불해   주십시오.   
기존   울티마   주문   양식   링크   

● English:    https://forms.gle/zdGzLv4UUguSZkz79  
● Korean:    https://forms.gle/WMuWSsjpuF7ra1B39  
● Chinese:    https://forms.gle/b8m2zD1LfhacTShf6     ( PDF 或 在 此 下 载 文 件 档 )  

 
선택   2는   다음   양식을   작성해   주시고   예약금   $2,500USD를   지불해   주십시오.  
새로운   울티마   XS   주문   양식   링크   

● English:    https://forms.gle/m3JE27hSGfY64Zjx5  
● Korean:    https://forms.gle/eC3kgiWXCV15uPm47  
● Chinese:    https://forms.gle/jQfFJw2kBa7nzr1c9     (PDF 或 在 此 下 载 文 件 档)  

 
주의사항   :   보증금   지불이   완료되고   재고가   확인될   때까지   귀하의   예약주문은   완료되지  
않습니다.  
 
 
GYROTONIC ®    레벨   1   교육:  
자이로토닉   레벨   1   교육   커리큘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스튜디오   오너   및   강사에게   표준   레벨  
1   프로그램의   얼티마   XS의   조정   및   설정을   설명하는   영상   튜토리얼이   제공됩니다.   
 

https://forms.gle/zdGzLv4UUguSZkz79
https://forms.gle/WMuWSsjpuF7ra1B39
https://forms.gle/b8m2zD1LfhacTShf6
https://files.constantcontact.com/01f9b8a8001/8278a618-bdd5-48f8-8494-90cbefa84f8f.pdf
https://forms.gle/m3JE27hSGfY64Zjx5
https://forms.gle/eC3kgiWXCV15uPm47
https://forms.gle/jQfFJw2kBa7nzr1c9
https://files.constantcontact.com/01f9b8a8001/d19fcf5b-e6ad-4e34-8e78-25a61d97a890.pdf


GYROTONER ®    핸들   유닛의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든   강사들은    GYROTONER ®    의   특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정된 GYROTONER ®    강사만이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선택을   기다리겠으며   궁금한   점은   문의주십시오.   
 
Best   Regards  
GYROTONIC ®    Hong   Kong  
감사합니다  
GYROTONIC ® ®   홍콩   
 
GYROTONIC ®    and    GYROTONER ®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Gyrotonic   Sales   Corp.   and   are   used   with  
their   permission.  
GYROTONIC ®    및 GYROTONER ®    는   Gyrotonic   Sales   Corp.   의   등록   상표이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