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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굿디자인 제품 선정!

1. 23인치 HD LED TV 모니터 적용

2. 튼튼한 기존 바디에 신제품 콘솔을 결합한 실용적인 제품 

3. 반영구적 수명의 소프트 터치 컨트롤 보드

4. 알루미늄과 강철의 2중 구조 및 니켈 도금 볼트 사용 등 튼튼한 메커니즘 구조

5. 특수고무를 활용한 레벨풋 적용으로 진동흡수(특허) 및 소음 발생 차단 (진동 및 소음 25% 감소)

6. 12가지 운동 프로그램(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가능)

7. 아름다운 곡선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

8. HDMI / USB를 통한 멀티미디어 지원 (동영상, 음악, 사진)

9. 무선 심박측정 시스템 적용

10. 인체감지센서 적용 자동정지 기능

11. 첨단 블루투스 기능 적용으로 편리한 운동 가능 (옵션)

 모        터 속       도 1.0 ~ 20 km / hAC 3 마력 (정격)

크        기 경  사  도 0 ~ 16% Incline2210 x 934 x 1710mm

무        게 허용중량 180 kg225 kg

Feature

Treadmill 런닝머신 HERA-8000(I)

White (기본)

물품식별번호 22937718 조달가격 4,092,000원 (VAT, 배송비 포함)



2015년 굿디자인 제품 선정!

 모        터 속       도 1.0 ~ 20 km / hAC 3 마력 (정격)

크        기 경  사  도 -2210 x 934 x 1710mm

무        게 허용중량 180 kg215kg

Feature

Treadmill 런닝머신 HERA-8000(B)

White (기본)

물품식별번호 22937717 조달가격 3,894,000원 (VAT, 배송비 포함)

1. 23인치 HD LED TV 모니터 적용

2. 튼튼한 기존 바디에 신제품 콘솔을 결합한 실용적인 제품 

3. 반영구적 수명의 소프트 터치 컨트롤 보드

4. 알루미늄과 강철의 2중 구조 및 니켈 도금 볼트 사용 등 튼튼한 메커니즘 구조

5. 특수고무를 활용한 레벨풋 적용으로 진동흡수(특허) 및 소음 발생 차단 (진동 및 소음 25% 감소)

6. 12가지 운동 프로그램(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가능)

7. 아름다운 곡선을 활용한 고급스러운 디자인

8. HDMI / USB를 통한 멀티미디어 지원 (동영상, 음악, 사진)

9. 무선 심박측정 시스템 적용

10. 인체감지센서 적용 자동정지 기능

11. 첨단 블루투스 기능 적용으로 편리한 운동 가능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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