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 시작합시다. 그리고 치유합시다.

"마음을 다하는 모든 걸음은 우리 자신과 지구를 치유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지
게 한다." ~ 틱낫한
지난 2년간, 역경과 변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2020년
은 우주 기상도로는 먹구름이었고, 2021년은 롤러코
스터를 타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코스터가 딸깍
거리며 트랙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올라가고 있다
고 생각하며, 바라건데 그 궤도 위에 머무르길 바랍니
다. 백신 접종을 하며,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
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변화했고, 우리는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적으로 더 요령 있고, 똑똑해 졌
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더
집중합니다. Balanced Body는 오랜 고객 중 너무 많은
수가 전통적인 필라테스 스튜디오 모델에서 홈 스튜디
오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은퇴
를 선택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놀
라운 속도로 생기를 되찾고, 재개장 하거나, 또는 완전
히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커브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 게임 안으
로 들어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좋은 시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양성에 대한 시도가 증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실무
가 개발되고 있으며, 운동 과학의 놀라운 발전이 우리가
운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동기는 이것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지난 2년 동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은 치유되어야 하며, 우리
는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
다. 저는 이 이야기의 맨 위에 있는 베트남 승려, 틱낫한
의 말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육체적, 정서적으로 주의하
는 생활 방식은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자신을

먼저 치유하는 것을 언급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직
괜찮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러니, 자신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명상이든 독서든
새로운 건강 양식이든, 매일 당신을 강하게 하는 무언가
를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이유없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
세요. 당신을 위한 뭔가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더 강해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결국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카탈로그에는 특집 이야기, 교육 기회 및 가정
과 스튜디오 모두를 위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고객이 건강한 심신을 되찾거나 계
속 건강해지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라고, 당신도 그
것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매해 그 느낌이 강해집니다 – 이곳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정말 놀라운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 세
상을 정상화하는데 한 몫을 할 것입니다. 자, 멋진 2022
년을 위해 - 모두 움직입시다!

Ken Endelman
Founder, CEO | Balanced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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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활동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사를 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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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당신의 집은 사무실이 되거나, 운동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집에서 운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도구, 장비 및 스트리밍 운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Pilates Arc™

SmartBell®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벼우며 바닥 운동의
올라운드 피스인 아크는 전통 스파인
코렉터이며 발란스드바디 리포머를 위한
웨지입니다.

인체공학적 모양의 SmartBell은 상체
트레이닝을 위한 강력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바닥 운동 시 불안정 플랫폼 역할을 하여
코어 강화 및 상체 단련에 효과적입니다.

Learn more on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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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된 편안함을
위해 미니 매트를
추가하세요.

Learn more on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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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집에서도 우리의 EXO
체어에서 프리미엄 전신
트레이닝을 경험해 보세요
...물론 저항 훈련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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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 Chair

Slastix™
Resistance Bands

필라테스 체어는 힘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우리의 EXO
체어는 경제적인 가격에
전신운동을 제공합니다!

나일론 안전 커버와
스냅 클립이 있는 저항
밴드로 좋아하는 장비에
부착하고 운동 옵션을
높일 수 있습니다!

Learn more on p. 44

Learn more at pilates.com

EcoWise Flat Mat

Magic Roller®

에코와이즈 매트는 라텍스,
PVC 또는 염화물이
함유되지 않아 세척이
간편하고 양면 질감이
뛰어나 뛰어난 접지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부드러운 "grippy" 표면을
가진 고성능, 내구성,
근파성 릴리스 롤러로 롤링
중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Learn more on p. 74

Learn more on p. 75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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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tudio

아름답다. 다재다능하다. 우수한 퍼포먼스.
발란스드바디 기구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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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o® 2 Reformer
부드러운 전환, 원활한 흐름, 손쉬운
조정, 최대의 안락함 및 다양한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세련되고
멋진 화이트 리포머에 모두 내장되어
있습니다!
Learn more on p. 30

Sitting Box Lite
(not shown)

엎드린 운동, 복부 강화, 사이드
스트레칭 등을 할 때 시팅 박스를
사용하여 리포머 작업을 한 단계 더
높이세요!
Learn more on p. 64

Allegro® 2
Padded Jumpboard
Cardio-Inducing 패딩 점프보드를
사용하여 리포머 운동 옵션을
늘리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첫
push-off에서 운동하는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Learn more on p. 67

11

OUTDOOR

맑은 공기, 햇살보다 좋은 건 없어요
활기찬 운동 !

MOTR®

Oov®

우리의 휴대용 트레이닝 시스템은
어디서나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전용 도구인 Oov는 운동선수,
치료사 및 운동 전문가들에게 "필수품"
입니다!

Learn more on p. 20

Learn more at pilates.com

Ultra Fit Circle®

3lb Hand Weight

부드러운 질감, 듀얼 패딩 핸들 및
입증된 내구성인 써클을 소도구
액세서리 1순위로 선정합니다.

그립감에 맞는 인체공학적 모양으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의 모든
이점을 제공합니다!

Learn more on p. 72

Learn more on p. 76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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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ates in the Hood
By Kim Carruthers

안녕하세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저의
개인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에요.
또한 공인 필라테스 강사, 공인된 실용
영양 전문가, 공인 개인 트레이너, 공인
라이프스타일 웰니스 코치, 공인된 종합
건강 전문가 및 LMT 입니다.

저의 스튜디오는 피지컬 퍼펙션이라고 불리며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습니다. 제 고객들은 헐리우드 셀럽으로부터 하이테크 경영진,
최고의 프로 운동선수까지 포함되어 있죠. 여러 매거진과
쇼프로그램들 출연을 했었는데요 오프라 매거진, 우먼 헬스,
보그, 피플, 뉴스위크, 필라테스 스타일 매거진, ABC7 뉴스,
E!NEWS와 투데이쇼등에 출연 및 매거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저의 필라테스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필라테스가 비용, 인종차별, 지역갈등, 유해환경
등으로 인해 선뜻 접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현장에서 필라테스
14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이었죠. 그 해에 LA 남중부
지역에 필라테스 인 더 후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가 많았으며, 성공으로 인해
Inglewood, Lynwood, Pacoima, East LA 및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다른 주변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 조셉 필라테스의 가르침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으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리는 것입니다.
수년간 미국의 Boys and Girls Club, 지역 자원 센터, 지역 공립 및
사립 학교, 그리고 미국의 걸스카우트와 제휴를 맺었고, 우리에게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잉글우드 시와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Pilates in the Wood"
를 형성 하였죠. 지난 여름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도시의
대부분의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센터, 노인 시설, 잉글우드
재향군인 건물, 지역 청소년 캠프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통해 대부분의 참가자를 위한
라이브 화상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업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 피트니스, 웰니스,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니어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핵심은 요즘 말은 쉽지만, 저는 말만 하는 그런 타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시행되면서,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눈에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그들이 현재
봉사하는 지역 사회 이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Our mission is simple—to introduce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the healing
benefits of movement through the
teachings of Joseph Pilates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도전이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필라테스 커뮤니티에서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금, 파트너십, 네트워킹 기회까지의 경험을 얻었죠.
믿을 수 없을 만큼 보람 있었고, 저로서는 스튜디오 밖에서
필라테스로 인해 삶을 변화시키고 필라테스를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The Pilates in The Hood 프로그램은 지역적 그리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투데이 쇼, E! 뉴스, ABC7 쇼프로그램과
많은 국내 잡지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몇 년, 몇 달 안에, 저희
프로그램이 확장되고, 실제 브랜드 제작 기회가 주어지며, 누구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는 이 분야의 시니어 커뮤니티와도 일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의 필라테스 연습의 큰 범위였고 저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공인된 시니어 피트니스 전문가이며,

About Kim Carruthers
14살 때부터 호평을 받은 전문 댄서이자 공연가인 킴은 앨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와 마사 그레이엄에서 장학금을
받았고, 여러 뉴욕 댄스 컴퍼니와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연을 진행하면서 여러 부상에 시달렸고 그녀에게 필라테스의
치료를 소개해준 물리 치료사에게 보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킴은 뉴욕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필라테스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필라테스 방법론 'Contrology'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조셉 필라테스의 가르침의 변형적인
힘에 매료된 후, 킴은 계속해서 필라테스를 종합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1997년 그녀는 자신의 필라테스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Handcrafted in
Sacramento, California
FOR OVER 4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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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장비를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어 자랑스럽고 프리미엄급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생산 진행에
차질이 생길정도로 부품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발란스드바디를 위해 우리는
Woodworkers, Seamstresses,
Machinists, Upholsterers,
Metalworkers로 구성된 전담
그룹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기반으로
이들은 매일 기구 제작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발란스드바디는 2022년에
팀원들의 통합 유닛으로서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하고 CrossTrain을 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산
공간뿐만 아니라 생산 팀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야하는
비즈니스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17

Integrated
Movement
Equipment

Shown MOTR with MOTR Grip Cover

MOTR®
트레이닝, 코어 강화, 균형, 민첩성 그리고
근막이완의 저항을 제공하는 퍼스널 워크아웃
시스템 입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Shown: MOTR with MOTR Grip Cover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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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ACCESSORIES

FEATURES

3 분리형 ARM 저항 with 3가지 저항
레벨의 제공하는 2개의 가변 저항
모듈.

3 MOTR 그립 커버는 운동중 "밀착성
높은" 표면을 제공합니다.

3다양한 저항 수준을 사용하여
전신 운동 만듭니다.

3 바닥 운동을 위한 미니 매트.

343"(109cm) 롤러 내부에 부품을
편리하게 보관합니다.

3 2 스태빌리티 웨지는 운동중에 MOTR
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3 MOTR 스트랩 및 핸드 스트랩.
3 독립형 롤러 튜브와 락킹 리드.
3 엑서사이즈 동작이 포함된 플래시
카드.

3 추가 MOTR 스트리밍 비디오
워크아웃(구매 필요).
3 MOTR® Home
• 보관시 안전한 스토리지.
• 무거운 MOTR 6대를 안전하게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 1년 보증/30일 환불 보증.

3 MOTR 프리 스트리밍 비디오.

Perfect for “on-the-go”
workouts – indoors and out!

3 간편한 운반 및 보관 .
3 표적 상체와 하체 운동을 위한 분리형
가변 저항 ARM.
3 워밍업 후 바깥쪽 패딩롤러를
이용하여 근막 릴리즈로
마무리합니다.

Product

Part #

MOTR

10060

MOTR Grip Cover

17242

MOTR & MOTR
Grip Cover

17633

MOTR Home

12469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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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hi Suspension System®
세계 최초의 피트니스 4 포인트 서스펜션
시스템인 보디 서스펜션 시스템은 강도, 유연성,
균형 및 자기수용적(신체내부감각)을 추가하여
점진적인 운동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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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OPTIONAL ACCESSORIES

FEATURES

3 고밀도 내마모성 로프 2개(최대
8.25ft(2.25m)의 천장용).

3 벽 앵커

3루프 및 핸들은 정지 상태에서
손과 발을 고정한다.

3 상체와 하체의 서스펜션을 위한 이지
그립 핸들 2개와 패딩 더블 루프 2개.

3 천장 앵커
3 로프 익스텐더(천장용)8.25피트
(2.25m) 이상

3 4개의 액세서리 랜저드(루프/핸들을
메인 Bodhi 로프에 연결하기 위해).

3필라테스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디는 전신 운동에서
자세, 정렬, 호흡, 코어 컨트롤을
사용합니다.

3 보디 토트백 (보관 및 휴대성).
3 독립적인 로프 2개, 4개의 서스펜션
포인트 생성

3 Bodhi 엑서사이즈 동작이 포함된
플래시 카드.
Product

Part #

Bodhi system, green ropes

12424

Bodhi system, grey ropes

12425

1-year Limited Warranty / 30-day money
back guarantee

3 움직임의 강도는 사용자의 체중에
의해 조정됩니다.
3 벽 및 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앵커
3 빠르고 간편하며 안전한 조정 시스템

4 point suspension training for full body
strength and flexibility training!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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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lign®
재활, 일반 피트니스 및 스포츠별 훈련을 위해
개발된 CoreAlign®은 심신 운동, 기능성 운동,
전신 컨디셔닝 및 신경근육 리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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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p.90

INCLUDED

OPTIONS

FEATURES

3 견고한 목재의 제작된 베이스와
스탠딩 플랫폼

3 프리스탠딩 래더

3CoreAlign의 슬라이딩 카트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저항과
보조를 통해 양방향으로
이동합니다.

3 최대 41인치(104cm)의 긴 프레임
으로 조용하게 이동되는 카트

3 월-마운트 래더
3 코얼라인 로테이터 디스크와 패드

3기능적 운동을 촉진하여 보행,
균형, 코어 근력 및 신경근
리트레이닝을 개선합니다.

3 미끄럼 방지 및 미끄럼 방지 표면
3 각 카트에는 라이트, 미디엄 및
헤비의 각각 2개씩 6개의 저항
튜브가 사용됩니다.
3 카트 스토퍼 블록 2개, 스피드 범프
2개
3 패딩된 손잡이가 있는 스트랩 2개

Product

Part #

CoreAlign

12477

Wall Mount Ladder

12476

Freestanding Ladder

12473

CoreAlign with
Wall-Mount Ladder

12635

CoreAlign with
Freestanding Ladder

12636

3 카트 범퍼가 운동중에 부드러운
글라이드를 제공합니다.
3 200개 이상 기능성 운동 시 저항을
쉽게 조정합니다.
3 더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저항 밴드.
3 스탠딩 엑서사이즈 옵션 제공.

5-year Limited Warranty

Innovative functional apparatus system
for all levels function and fitness!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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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ates
Equipment

당신에게 어울리는
리포머를 찾아보세요

발란스드바디의 모든 리포머는 프리미엄
필라테스 체험을 위한 특별한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나무랄 것 없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만의 최고의 유저 서비스와
보증으로 뒷받침 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리포머가 가장 어울리나요?

Studio Reformer®
3 필라테스 전문가들의 첫번째 기구.
3 풋바 및 스프링바 설계를 통해 최대의
조정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3 내구성이 뛰어난 솔리드 록 메이플을
수공예로 제작했습니다.
Learn more on p. 34

Allegro® 2 Reformer
3 디자인과 성능의 놀라운 조합.
3 초보자를 위한 손쉬운 조정.
3 매우 부드러운 전환.
Learn more on p. 30

28

Allegro® Reformer
3 빠르고 쉬운 설정.
3 휴대성 및 수직 보관을 위한 리포머 휠.
3 그룹 Reformer 클래스 및 트래픽이 많은
시설에 이상적 입니다.
3 다향한 체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Learn more on p. 32

Rialto™ Reformer
3 캐리지, 숄더레스트 및 헤드레스트에
플러시 오버몰딩 패딩을 적용한
혁신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메이플과
파우더 코팅이 처리된 알루미늄 프레임.
3 시팅 박스 및 풋 스트랩 포함.
Learn more on p. 38

NEW!
Metro™ IQ® Reformer
3 가정에서 사용하기 쉽게 특별하게 제작
되었습니다.
3 프레임과 이송 휠 선택으로 침대아래 또는
수직 수평 수납이 가능합니다.
Learn more on p. 36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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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arbon Fiber Footbar
(included)

3 기존 풋바보다 7lb(3kg)가 줄어
위치 조정이 쉽습니다.
3 손과 발의 위치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리피어 텍스처 커버.
3 소프트 패딩으로 더 편안합니다.
3 더 작은 직경의 풋바로 제작되어,
압력이 가해져도 그립은 향상되고,
발 관절의 무리를 최소화 합니다.

Allegro® 2 Reformer

NEW!

디자인과 설계가 아름다운 Allegro® 2 Reformer
는 부드러운 전환, 원활한 흐름, 손쉬운 조정 및
최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스튜디오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완벽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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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 p.60

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INCLUDED

ACCESSORIES

FEATURES

3 5개의 시그니처 스프링 (레드 3ㅐ, 블루
1개, 옐로우 1개) with 스프링 콜라스

3 시팅 박스

3 손과 발을 위한 매끄럽고 접지력이
뛰어난 표면을 갖춘 EasySet™ 풋바

3 3 - 포지션 헤드레스트 및 매끄러운
캐리지
3 클립이나 클릿 없이 즉각적으로 정확한
전환을 위한 SoftTouch® 로프 시스템.
3 파우더 코팅 처리된 알루미늄 프레임.
3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로프 수축 시스템.
3 패디드 풋 플레이트와 호환되도록 내장된
메이플 스탠딩 플랫폼.
3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된 라이저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NEW!

Carbon Fiber Footbar

Product

Part #

Allegro 2

17820

Allegro 2 with Legs

17817

3 패디드 풋 스트랩
3 레그 및 포스트 키트

3 캐리지에 누워있어도 쉽고 빠르게
로프 조절이 가능.

3 패디드 점프보드
3 카디오 클라우드
3 스탠딩 플랫폼 익스텐더
(p. 68)

3 정밀한 캐리지 시스템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이동.
3 풋바 수직 조정(아래 포함 4개 위치)

3 휠 키트

3 9개의 포지션으로 수평 이동.

3 플랭크 바

3 이동 및 보관 편의성(옵션 휠 키트 필요)

3 리포머에 레그 및 악세사리 또는 타워를
추가합니다 (p. 60)

3 레그 추가 옵션으로 스탠다드/로우
프레임 높이.
3 CE 승인 의료기기.

부드러운 전환, 원활한 흐름 및 손쉬운
조정을 통해 비교할 수 없는 리포머를
경험해보세요.

10- year Limited Warranty/30-day
money back guarantee

Upholstery: Storm
Shown with optional Leg Kit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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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gro® Reformer
검증된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Allegro는 전
세계적으로 44,000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리포머입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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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 p.60

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INCLUDED

ACCESSORIES

FEATURES

3 시그니처 스프링: (레드 3개, 블루 1개,
옐로우 1개)

3 시팅 박스.

3 입증된 내구성과 다재다능함, 그룹
리포머 클래스 및 개인 홈 교육에
완벽한 기구.

3 너비가 36인치(91cm)인 알레그로 잠금
풋바는 시중에서 가장 넓은 기구 중
하나이며, 4개의 안전한 잠금 위치가
있습니다
3 표준 프레임 높이 또는 레그를 추가하여
14인치(36cm) 높이로 올립니다.
3 SoftTouch® 로프 시스템: 조정이 쉽고
소음이 감소되어 조용합니다.

3 풋 스트랩(시팅 박스를 리포머와 함께
구매시 포함).
3 알레그로 점프보드

3 정밀한 캐리지 시스템이 제공하는
부드럽고 조용한 안정감.

3 점프보드 맥시머스
3 카디오 클라우드
3 알레그로 14인치 레그 변형 키트
3 월 시큐리티 스트랩

3 조절이 가능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TwistLock 숄더레스트.

3 Add-a-Platform™

3 풋바의 잠금 손잡이로 수평 조절이
쉬워집니다.

3 Reformer에 다리와 액세서리 또는
타워를 추가합니다. (페이지 p.62).

3 리포머 이동 휠

3 스탠딩 플랫폼 익스텐더
(p. 68).

3 캐리지의 편안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안정성 패딩.
3 다리 유무 상관없이 수직으로 보관.
3 모든 체형 및 크기에 적합합니다.
3 간편한 설치와 이동 및 보관
3 알레그로 스트레치는 큰 체격의
사용자를 위한 탁월한 선택입니다.
3 CE 승인 의료기기

3 스탠딩 플랫폼 패드

높은 내구성, 기능 및 지속적인
포퍼먼스에 대한 검증된 20년 이상의
기록 입니다.

Product

Part #

Allegro, Standard

12315

Allegro, with Legs

12511

Allegro, Stretch

12322

Allegro, Stretch with Legs

12513

10 Year Limited Warranty / 30-day money back
guarantee (excluding freight)

Upholstery: Black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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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Reformer®
Studio Reformer®는 튼튼한 내구성과 시간이 흘러도
변치않는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완전한 조절이 가능하고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서 몸의 연장선처럼 느껴집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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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bars & Springbars | p.59

Tower | p.60

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INCLUDED

ACCESSORIES

FEATURES

3 시그니처 스프링: (레드 3개, 블루 1개,
그린 1개)

3 점프보드

3 41인치(104cm)로 업계에서 가장 긴
표준 캐리지

3 Contour 시팅박스

3 프레임 높이 선택: 14인치(36cm), 18
인치(46cm), 24인치(61cm)

3 시팅박스 라이트

3 조절식 풋바 및 스프링바 시스템 선택:

3 카디오 클라우드

• XSR 풋바 및 스프링바 선택
• Revo 풋바 및 Revo™ 스프링바
• 클래식 풋바/No-Roll 스프링바
• Infinity 풋바 및 스프링 바 선택

3 TwistLock™ 탈착식 숄더레스트
3 시팅 박스
3 풋스트랩

3 라지 업홀스터 웨지

3 정밀 캐리지 시스템이 제공하는
부드럽고 조용한 승차감
3 아름다운 솔리드 스트라타 메이플
프레임(기타 목재 선택은 60페이지
참조)

3 분리형 점프보드 회전 장치 디스크
3 스튜디오 리포머 Add-A-Platform™
3 리포머에 악새사리 또는 타워를
추가합니다 (p. 62)

3

NEW!

스탠딩 플랫폼 익스텐더 (p. 68)

3 로프, 클리트 및 코튼 루프를 사용하여
미끄러지지 않는 정확한 조정
3 Stretch Studio Reformer로 더 많은
이동 거리 제공
3 CE 승인 의료기기

Product
With Classic Footbar/
No-Roll Springbar

우리의 훌륭한 기술과 편안함의
기준이 되는 플래그쉽 리포머
입니다.

With Revo Footbar® /
Revo Springbar™
With XSR Footbar® /
Revo Springbar™
With Infinity Footbar® /
Revo Springbar™
Stretch Studio Reformer
Limited Lifetime Warranty

Upholstery: Black
Wood: Solid Strata Rock Maple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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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etro™ IQ® Reformer
새롭게 디자인된 프리미엄 홈 리포머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레그 운동을 제공합니다! 셋업,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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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 p.60

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INCLUDED

ACCESSORIES & OPTIONS

FEATURES

3 오버 - 몰딩 폼 캐리지, 숄더레스트 및
헤드레스트로 안락한 편안함 제공

3 시팅 박스
3 점프보드

3 시그니처 스프링: (빨간색 3개, 파란색 1
개, 노란색 1개)

3 "텔레스코핑" 프레임은 사용 시 길이
(98", 249cm), 보관 시 길이(62,
157cm)

3 풋스트랩

3 모든 크기의 신체에 안전하고 편안함

3 향상된 텔레스코핑 프레임 잠금 시스템

3 카디오 클라우드

3 2가지 위치의 숄더레스트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캐리지 아래에 수평으로
보관됩니다.

3 스탠딩 플랫폼 패드

3 평면/침대 아래 보관을 위한 이송
휠 선택
3 편리한 평행/클로젯 보관을 위한
라이브러리 이송 휠 선택
3 원활한 캐리지 라이드를 제공하는
매끄러운 트랙

3 패딩 처리된 4 - 포지션 풋바는
9"(23cm)의 사용하기 쉬운 조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3 특허받은 매끄러운 텔레스코핑
프레임은 부드러운 캐리지 라이딩을
위한 프레임 조인트가 없습니다.

3 편안함 및 헤드레스트를 위한 3가지
위치가 변경되는 머리 받침대
3 5.5"(14cm) 폭의 미끄럼 방지 스탠드
내장
3 이송 휠 구성 선택

Product

Part #

3 검은색으로만 사용 가능

Metro IQ with
Library Wheels

17860

Metro IQ with
Wheelbarrow Wheels

17861

3 SoftTouch™ 로프 시스템은 금속
클립과 D-링을 제거하여 보다 부드럽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일관된 스프링의 저항성 테스트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2 year limited warranty for non-commercial use.
30-day money-back guarantee

벽장이나 침대 밑에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텔레스코핑 프레임으로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Padding: Black only

LEARN MORE AT

pilates.com

37

Rialto™ Reformer
혁신적인 디자인. 우수한 품질. 강력한 퍼포먼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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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 p.60

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INCLUDED

ACCESSORIES

FEATURES

3 5 Signature Springs™(빨간색 3개,
파란색 1개, 녹색 1개)

3 점프보드

3 발란스드 바디의 특징인 조용한
캐리지 승차감.

• 점핑 및 카디오 엑서사이즈
• 리포머에 누워 생체 기계적으로
정확한 스탠딩 자세를 재현합니다.

3 알루미늄 다리가 돌출된 수공예 솔리드
메이플 프레임
3 캐리지, 헤드레스트 및 숄더레스트의
중간 밀도의 오버몰딩 패딩(Black only)

3 플랭크 바
• Pish-ups, Tendon Stretch와 같은
운동을 위한 새로운 옵션을 제공
• 팔로 몸을 지탱해야 하는 운동에
좋습니다.

3 1-step 수직 조정이 가능한 5단계 풋바
3 시팅 박스 라이트와 풋스트랩은 엎드린
자세, 몸통, 스트레칭 운동에 더합니다.
3 표준 14인치(36cm) 프레임 높이

3 리포머에 악세사리 또는 타워를
추가합니다. (p. 62)

3

NEW!

스탠딩 플랫폼 익스텐더 (see

3 신속한 조정 로프 및 클릿
3 혁신적인 오버-몰드 패딩 쿠션으로 운동
중에도 사용자를 서포트 합니다
3 숄더레스트에는 표준, 너비 및 탈부착이
가능한 3가지 포지션이 있습니다.
3 단풍나무와 알루미늄이 결합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스튜디오 또는 가정용으로
유니크합니다.

p. 68)

프로페셔널급 기능과 오버-몰드 패딩으로
편안함과 서포트를 더해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

Product

Part #

Rialto Reformer

16088

Rialto Jumpboard

16563

Rialto Plank Bars

16458

5 Year Limited Warranty

Padding: Black only
Wood: Solid Maple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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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Reformer®
우리는 클리니컬 리포머를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인
치료 도구로 만들기 위해 재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현재 전 세계 임상의들 사이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재활 기구입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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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 p.60

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INCLUDED

ACCESSORIES

FEATURES

3 6 long-lasting Signature Springs™:
(녹색 1개, 빨간색 3개, 파란색 1개,
노란색 1개)

3 사용자정의 T-Bar

3 물리치료와 재활을 용이하게 하는
유니크한 디자인입니다.

3 프레임 높이 선택: 14인치(36cm), 18
인치(46cm), 24인치(61cm)

3 시팅 박스

3 Revo springbar 및 5개의 수직이 있는
Infinity Footbar 및 32개의 잠금 위치
3 CSP 덮개 패딩은 견고한 표면을
제공합니다.

3 Strata Woods 선택

3 풋바는 프레임의 전체 길이를
조정하므로 모든 높이에서
작동합니다.

3 카디오 클라우드

3 모든 신체 사이즈에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3 얼굴 받침 마운트
3 Jumpus Maximus
3 웨지

3 TwistLock™ 탈착식 숄더레스트
3 내장된 미끄럼 방지 스탠드 플랫폼

리포머에 악세사리 또는 타워를
추가합니다. (see p. 62)

3 스탠다드 시팅 박스
3 패딩 점프보드

3

NEW!

3 사용자의 크기와 동작 범위에 맞는
인체공학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제공합니다.
3 인피니티 풋바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조정을 위해 손이 닿기 쉬운 레버와 함께
배치됩니다.
3 정밀 캐리지 시스템으로 가장 조용하고
안전한 캐리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스탠딩 플랫폼 익스텐더

3 패디드 더블룹스와 풋스트랩, 폼핸들,
조절가능한 사이 and 앵클 커프스

Product

Part #

Clinical Reformer

12244

3 Tower 및 Proposeception T-Bar는
팩토리에서 사전에 드릴링 됩니다

Stock height: 24" (61cm)
Limited Lifetime Warranty

3 41인치(104cm)로 업계에서 가장 긴
캐리지 라이드입니다.
3 승인된 의료 기기(클래스 1)

정형외과, 신경과, 만성 통증 질환의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활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Upholstery: Black
Wood: Solid Strata Rock Maple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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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Fletcher™
Reformer
Fletcher Pilates® 스튜디오,
교육 센터 및 가정에
적합합니다.

INCLUDED

FEATURES

3 4개의 Signature Springs™: 모두 빨간색

3 클라라 필라테스에
의해 필라테스 대부인
론 플레처에게 주어진
설계에 바탕으로 제작된
디자인

3 Fletcher 14인치(36cm)의 프레임 높이
3 스탠다드 또는 커스텀 인테리어 선택이
가능한 Strata Rock Maple 프레임
3 저항 변화를 위한 2개의 "기어" 포지션
있는 노-롤 스프링바
3 안전을 위한 논-슬립이 내장된 스탠딩
플랫폼
3 스탠다드 시팅 박스

3 풋바의 지름은 2"(5cm)
이며,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
잠금 해제된 포지션이 3개
있습니다.

3 스튜디오 리포머보다
약간 좁습니다.

3 코튼 풋스트랩, 25인치(64cm)
3 울 퍼지 한 쌍
3 익스텐더 스트랩 및 익스텐더 스토퍼

Product

Part #

Ron Fletcher Reformer

12260C

Limited Lifetime Warranty

Upholstery: Storm
Wood: Solid Strata Rock Maple

INCLUDED

FEATURES

CenterLine®
Reformer

3 14인치(36cm) 높이의 Strata® 락 메이플
프레임

3 의도적인 저항, 피드백 및
"end feel"이 느껴지는
캐리지 승차감

필라테스 센터의 에이미
테일러 알퍼스와 레이첼
테일러 세겔과 협력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3 Kneeling pads 2개

3 도금되지 않은 스프링 4개

3 사용자가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승차감

3 곤돌라 폴 및 숏 박스 다월

3 시팅 박스: 3면의 핸들. 측면 및 상단
익스텐더 스트랩 및 익스텐더 스토퍼 추가
패딩

3 편안하고 안정적인 숄더
블록 – 어깨, 손, 발을
안전하게 지지합니다.

ACCESSORIES
3 곤돌라 폴 브라켓

Upholstery: Storm
Wood: Solid Strata Rock Maple

42

3 센터라인 리포머 타워는 폴
시스템 타워와 동일한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Product

Part #

3 점프보드

CenterLine Reformer

12263

Complete CenterLine
System

12267C

Jumpboard

12088

Limited Lifetime Warranty

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Reformer Trapeze
Combination™ (RTC)
제한된 공간에서 리포머와 트라페즈 운동에
적합합니다. 스튜디오 리포머는 완벽한
트라페즈 테이블(캐딜락)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캐리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동안 2개의
탈착식 매트로 쉽게 변환됩니다.
Upholstery: Black
Wood: Solid Strata Rock Maple

INCLUDED

OPTIONS & UPGRADES

FEATURES

3 12개의 트라페즈 시그니처 스프링
(레귤러: 옐로우, 블루, 레드 및 블랙 각각
2개. 롱: 옐로우 2개, 퍼플 2개)

3 RTC에서 트라페즈 테이블 및 스튜디오
리포머에 대한 대부분의 옵션 및
업그레이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인체공학적 요구에 가장 적합한
프레임 높이 선택: 14인치(36cm),
18인치(46cm), 24인치(61cm)

3 5개의 리포머 시그니처 스프링: (그린 1
개, 레드 3개, 블루 1개)

3 프레임 우드 선택: 스트라다 우드중 선택

3 프레임 목재 선택: Strata® Rock
Maple(표준), Strata® Artisan
Maple 또는 기타 Select Strata

3 패디드 스프링 슬리브, 코튼 캐노피 루프(
롱 웹, 블랙) 및 부드러운 울 퍼지
3 각각 1쌍: 코튼 루프, 조절 가능한 사이
커프스 및 조절 가능한 앵클 커프스
3 트윈 매트 변환은 플로어 매트 스테이션
역할도 합니다.
3 슬라이더 시스템을 갖춘 양극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푸쉬스루-바는 3가지 높이로
조정됩니다.
3 세이프티 스트랩 및 카라비너
3 스탠다드 시팅 박스
3 패디드 풋스트랩

Product

Part #

With Revo Footbar® /
Revo Springbar™

15279

With Classic Footbar/
No-Roll Springbar

15339

Limited Lifetime Warranty

3 부드러운 슬라이딩 수평 및 수직
크로스 바가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캐노피

3 수축식 금속 라이저는 최대 9"(23cm)
까지 조정되므로 빠른 매트 전환이
가능합니다. 라이저는 4가지 위치로
고정됩니다.
3 슬라이더 바의 플라스틱 팁 버터플라이
잠금 노브로 캐노피 튜브에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3 내부 후크가 있는 메이플 롤다운 바
(23"/58cm)
3 CE 승인 의료 기기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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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 Chair
가볍게 쌓을 수 있으며 매우 튼튼한 EXO Chair
는 다양한 운동 옵션과 저항 옵션을 제공합니다.
엑소 운동은 안정감, 균형감, 힘을 높여주고
개인 및 단체 훈련에 완벽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Upholstery: Black

INCLUDED

OPTIONS & UPGRADES

FEATURES

3 블랙(헤비) 스프링 2개로 사용 가능 저항
28% 향상

3 전신 저항 기반 운동을 위해 밀고 당길
수 있는 EXO 기능성 저항 키트

3 가볍고, 쌓을 수 있고, 매우 튼튼합니다

3 기능 저항 키트로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사전 장착된 아이 볼트 부착 포인트
(6)

3 인사이더 팁: 스플릿 페달이 장착된
베스트셀러 EXO 의자는 운동 옵션에
상호 및 회전 동작을 추가합니다.

3 최대 83lb(37kg)까지 단일 페달 의자의
가장 넓은 저항 범위

3 시팅 박스 라이저

3 개선된 캑터스 2.0 스프링 부착 시스템
보다 조용하고 스프링 수명을 연장

3 2개의 스프링, 최대 14개의 서로 다른
저항 및 8개의 위치로 광범위한 저항
선택 가능
3 어셈블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경쟁사 제품보다 강력한 저항력
3 모든 모양과 크기의 사용자가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
3 전방 또는 후방에서 편리한 스프링 변화

Product

Part #

EXO Chair with split
pedal

12458

EXO Chair with single
pedal

12456

EXO Functional
Resistance Kit, Light

12609

EXO Functional
Resistance Kit, Heavy

12610

3 캑터스 2.0 저항 시스템으로 쉽고
안전하며 조용한 스프링 교체
3 모든 피트니스 레벨을 위한 효과적이고
도전적인 운동 훈련 도구

5 Year Limited Warranty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availabl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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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CenterLine® Chair
The Pilates Center의 Amy Taylor Alpers
와 Rachel Taylor Segel과 협력하여 만들어진
CenterLine Chair는 일부 오리지널 필라테스
기구에 사용된 더 작은 측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Upholstery: Black

INCLUDED

FEATURES

3 블랙(헤비) 스프링 2개, 20개 세팅으로
조정 가능

Product

Part #

CenterLine Chair

12460

3 중앙에 위치한 캑터스 2.0은 체내의
힘을 집중시켜 운동 시 코어와 맞물리게
합니다.

5 Year Limited Warranty

3 운송 및 보관을 위한 경량
3 어셈블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캑터스 2.0 스프링 부착 시스템으로
쉽고 안전하며 조용합니다
3 스몰 풋프린트와 단일 페달 디자인으로
진정한 경험 제공합니다.
3 좌석 폭이 21.5인치(55cm)로 좁아
승마나 척추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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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Chair
힘, 조정력, 밸런스가 결합된 기능성 운동을
위해 설계된 Combo Chair는 가장 튼튼하고
안정적인 체어입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Upholstery: Black

INCLUDED

OPTIONS

FEATURES

3 각 페달에는 총 4개의 스프링과 최대
110lb(41kg)의 저항이 있는 화이트(
옅은색) 및 블랙(헤비) 스프링 1개가
있습니다

3 탈부착식 하이백 시스템(업홀더 쿠션
포함)

3 우드 다월이 분할 페달 또는 단일 페달로
변환합니다.

3 시팅 박스 라이저

3 패딩된 분할 페달(Brent Anderson,
PhD, PT에 의해 수행)은 회전 및 상호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3 캑터스 2.0 스프링 부착 시스템으로
조용하고 쉽고 안전합니다.

3 운송 휠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튼튼한 메이플 페이스 우드
라미네이트로 제작되었습니다.

Product

Part #

Combo Chair with handles

12324

3 간편한 이동을 위한 통합형 휠

Combo Chair with back

12530

10 Year Limited Warranty

3 어셈블리가 필요 없습니다

3 높이가 트라페즈 테이블과 같이
사용하기에 이상적 입니다
3 견고하고 안정적인 탈착식 손잡이에는 4
개의 잠금 위치가 있습니다.
3 페달 커버는 편안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며 세척이 용이합니다.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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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Wunda® Chair
클래식한 디자인의 Wunda Chair는 사용하기
쉽고 편안하고 튼튼하며 확장성이 있습니다. 단일
페달 체어, 최대 83lb(38kg) 및 8개의 저항성으로
조절가능한 2스프링(블랙/헤비)에 대한 저항폭이
가장 넓습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Upholstery: Black

INCLUDED

OPTIONS

FEATURES

3 패딩 처리, 논-슬립, easy-to-clean
step

3 탈착이 가능한 안전한 손잡이에는 4
개의 잠금 위치가 있습니다.

3 안전한 컷-아웃 핸드 홀드

3 탈착식 하이 백 시스템

3 백 및 손잡이 옵션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편안하며 견고하며 확장
가능

3 2개의 스프링(블랙/헤비)을 8개의
저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탈착식 패딩 페달 스토퍼

Product

Part #

Wunda Chair

11996

Wunda Chair with back

12528

3 2개의 쿠션은 by Joe Pilates가
디자인한 오리지널 체어처럼 운다를
앉아 있는 체어로 변환합니다.

3 단일 페달 체어의 최대 저항 범위(38kg)
3 캑터스 2.0 스프링 부착 시스템으로
쉽고 안전하며 조용합니다.

10 Year Limited Warranty

Wunda Chairs shown with optional Handles and High Back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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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eze Table (Cadillac)
Trapeze Table은 spring-assisted, situps에서 상급 아크로바틱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과 능력을 위한 체력과 재활을
지원합니다.

Upholstery: Black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INCLUDED

ACCESSORIES & OPTIONS

FEATURES

3 스냅 후크가 있는 12개의 시그니처
스프링: (노란색 2개, 파란색 2개, 빨간색
2개, 검은색 2개. 길이: 노란색 2개,
보라색 2개)

3 여러 롤다운 바 옵션

3 최대의 안정성, 손쉬운 조정 및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3 스탠다드 24인치(61cm) 프레임 높이

3 선택적 4사이드 커넥터 바
3 14인치(36cm) 및 18인치(46cm)의
프레임 높이 옵션

3 랩 및 장착 조인트로 수작업으로 제작된
하드우드 코어 베이스
3 대부분의 체형에서 더 넓고 더 깁니다.

3 슬라이더 시스템이 장착된
양극산화처리 알루미늄 푸시스루- 바는
3가지 높이로 조정됩니다

3 패디드 풋 스토퍼

3 수평 및 수직 슬라이더 바

3 스태빌리티 슬링

3 소프트 램스울 퍼지 한 쌍

3 업홀스터드 웨지

3 코튼 캐노피 루프(롱 웹, 검은색)

3 시팅 박스 라이저, Tall

3 4-측면 메이플 푸시스루 바

3 스테인리스강 캐노피
3 CE 승인 의료기기

3 위치 고정용 벨리 스트랩
3 세이프티 스트랩 & 카라비너
3 솔리드 메이플 롤다운 바
3 스프링 슬리브가 패딩된 사다리꼴 바
3 코튼 루프, 조절 가능한 사이 커프 및
조절 가능한 앵클 커프(1쌍)

Product

Part #

Trapeze Table

15278

Limited Lifetime Warranty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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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CenterLine® Cadillac
and Pole System
볼더 콜로라도 필라테스 센터의 에이미 테일러
알퍼스와 레이첼 테일러 세겔과 협력하여
만들어졌습니다.

Upholstery: Black

CenterLine® Cadillac
INCLUDED

FEATURES

3 8개의 시그니처 스프링: (레귤러 - 레드
1개, 그린 1개, 블루 2개, 그레이. Long레드 2개)

3 최대의 안정성, 효율적인 조정 및 안전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3 푸시스루 바: 4-측면 메이플, 세이프티
스트랩 및 카라비너 포함
3 롤다운 바: 메이플, 외부 후크가 없는
비스윙 바.

3 상단 캐노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Product

Part #

CenterLine Cadillac

15277C

Limited Lifetime Warranty

3 상부 캐노피 튜브는 균형 잡힌 차체
사다리 테이블보다 기본 테이블에
1.5"(14cm) 더 가깝습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3 루프/핸들: 싱글 D-링 코튼 루프 한쌍

CenterLine® Pole System
3 캐딜락 레퍼토리의 대부분을 허용한다.
3 폴 시스템은 벽과 바닥에 모두 장착해야 합니다.
3 다월 손잡이와 2개의 문 박스가 있는 패딩/쿠션의 매트.
24인치(61cm)

3 Weighted 메탈 폴, 3.8lb(1.7kg)

CenterLine Pole System without mat

CenterLine Pole System with mat

Product

Part #

CenterLine Pole System

15274

CenterLine Pole System
with Mat & Moon Boxes

15275

Limited Lifetime Warranty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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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ates
Springboard™
엘리 허먼(Ellie Herman)이
설계한 다재다능한 시스템은
작은 공간에서 경제적으로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INCLUDES

UPGRADE

3 4개의 시그니처 스프링™ 스냅 포함.
레귤러:(노란색 2개. 긴 길이: 보라색 2
개)

3 푸시스루- 바가 있는 스프링보드를
업그레이드하여 더 많은 트라페즈
테이블(Cadillac) 운동 옵션을 제공

Product

Part #

Pilates Springboard

12405

3 메이플 표면의 고품질 라미네이트

Pilates Springboard and Push-Through-Bar,
with blue springs
12648
with red springs
12649

3 사용하기 쉬운 음각측정

Push-Through-Bar Kit for Springboard

3 22개의 스프링 부착 지점
3 솔리드 메이플 롤다운 바, 2개의 코튼
루프 및 폼 핸들

with blue springs
with red springs

12650
12651

Springboard: 10 Year Limited Warranty

3 수공예 솔리드 메이플 다월 풋바
3 표준 간격 16"(41cm)의 목재 벽
스터드에 스프링보드를 부착하기 위한
하드웨어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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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Tower
효율적. 효과적. 공간 절약. 경제적이다.
INCLUDED

FEATURES

3 8개의 시그니처 스프링과 스냅 포함.(
레귤러: 옐로우 2개, 블루 2개. 롱:
옐로우 2개, 퍼플 2개)

3 좁은 공간에서 트라페즈 테이블 기능

3 23개의 스프링 부착 지점
3 메이플 롤다운 바, 한 쌍의 코튼 루프

3 Slider Push-Through-Bar는 폼 매트,
래이즈 매트 및 모든 리포머 높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8개의 수직 위치로
조정됩니다.
3 벽과 바닥에 모두 장착해야 합니다. 설치
하드웨어가 포함되지 않음

ACCESSORIES
3 업홀스터 매트에는 다월 손잡이, 24인치
(61cm) x 22.5"w x 84"l(15cm x 57cm
x 213cm) 풋스트랩 포함
3 패딩 및 업홀스터 문박스는 월타워와
연동되도록 설계.

3 푸시스루-바를 위한 혁신적인 슬라이더
3 3-측면 양극화처리된 알루미늄
푸시스루-바
3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치핑에 강합니다

15272

Ped-o-Pull
핵심 강도와 균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플하면서도 다재다능한 기구입니다.
INCLUDES

FEATURES

3 2개의 시그니처 스프링 (옐로우, 레귤러
길이) 및 네오프렌 핸들

3 심플한 벽 부착 시스템으로 모든 능력을
갖춘 사용자를 위한 장치 확보합니다.

3 폼 핸들 한쌍

3 신장 모양의 (Kidney-shaped)
베이스가 발을 제대로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벽면 브래킷(2)은 벽으로부터 6"(15cm)
장치로 고정되어 안전합니다.
3 메이플 표면 라미네이트 베이스는
사각형과 신장형 디자인으로 두께가
1.5" (4cm)입니다.

12348
10 Year Limited Warranty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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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s

Step Barrels

아크는 자세를 개선하고,
유연성을 형성하며, 척추의
정렬을 촉진합니다.

척추를 교정하는데 알려진 이 스파인 코렉터는 대부분의
스튜디오에서 기본 도구입니다.

Baby Arc, West Coast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베이비 아크,
웨스트 코스트는 열린 면이 있는 적층형
아크입니다. 우드 베이스 위에 패딩 및
상단에는 업홀스터를 씌웠습니다

Clara Step Barrel Lite®
클래식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의 Setp Barrel. 이제 베스트셀러
Pilates Arc와 동일한 경량, 고밀도 폼으로
제공됩니다. (쉬운 보관을 위한 스택.)
16598

12355

Contour Step Barrel™
부드러운 아크의 반지름과 둥근 스텝은
유연성이 낮고 큰 사용자에게 더
편안합니다. 저항 운동을 위한 스프링으로
업그레이드 가능하며. 다월과 컷-아웃
핸드홀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12454

Baby Arc, East Coast
우드 베이스 위에 프리미엄 패딩으로
덧대어 만든 베이비 아크, 이스트
코스트는 튼튼하고 편안한 운동
도구입니다. 휴대 및 보관이 간편합니다.
12357

Step Barrel, East Coast
Clara보다 더 완만한 배럴 커브로 더
얕습니다. 측면과 상단은 패딩 처리되어
있습니다. (윤곽이 있는 금속 손잡이.)
12351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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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ations | p.58

Pilates Arc™

INCLUDES

FEATURES

우리의 독창적 특허 디자인인 필라테스
아크는 스파인 코렉터와 운동 도구 역할을
합니다. 무게는 1.8kg 이하로 운반과
보관에 용이합니다.

3 이동, 사용, 세척 및 보관이 용이한 2
피스 디자인의 고밀도 경량 폼

3 혁신적인 비대칭 디자인은 모든 신체
유형을 위한 코어, 복부, 측면 회전 및
등 전신 운동, 매트 작업에서의 등 모든
체형을 위한 홈 운동을 제공합니다.

3 편리한 플립업 스탠드가 있는 안내 책자

3 모든 발란스드바디 리포머에 호환
(Contrology™ 제외)
3 확장된 운동 옵션 및 공간 절약 수납을
위한 2피스 디자인
3 4lb(1.8kg)로 가볍고 세척이 용이함
10298

1-year warranty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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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der Barrel
우리의 래더 배럴은 래더와 배럴 사이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이 특징입니다. 풋 페달을 밟고 원하는
위치로 밀었다가 페달에서 손을 떼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Upholstery: Black

INCLUDED

ACCESSORIES & OPTIONS

FEATURES

3 빠르고 안전하게 페달을 조정할 수 있는
10개의 사전 설정 포지션

3 레일 사이 또는 직립선에 기대어 높은
스탠드를 위한 옵션

3 래더와 배럴간 거리조절을 위한 사용이
편리한 솔루션

3 사용 중인 위치를 식별하는 표시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3 수직 플레이트 23" x 7.25"(58cm x
18cm) 가로판 23인치 x 12.5인치
(58cm x 32cm)

3 Rock Maple 및 Maple 라미네이트의
내구성 강화된 프레임

3 인체공학적 그립 핸들

3 핸드 피니쉬로 완성한 메이플 다월

3 "패딩존"은 편안함과 지지력을 위한
이중 패딩이 있습니다.
3 배럴 아래의 그랩 바가 유연성을 높여
줍니다.

Product

Part #

Ladder Barrel

15266

Vertical and Horizontal
Foot Plate

15189

Horizontal only Foot
Plate

15170

10 Year Limited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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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 p.90

Customizations | p.58

NORA'S CORNER

Movement for Healing and Wellness
By Nora St. John

Balanced Body - Education Program Director

무릎, 엉덩이, 등, 목, 어깨 통증으로 고통받는
고객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더 알고 싶으세요?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함께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발란스드바디 교육의 next education Advanced
Movement Principles: 치유 및 웰빙을 위한 운동
재활 후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기 위한 운동 정보,
전략 및 운동 기술을 제공하는 심층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높이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체의 특정 부위 또는 상태를
다루는 5개의 개별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소개 – 클라이언트
인원, 의학 용어, 근막
및 통증 과학.
다음을 포함합니다:
해부학, 일반적인
병리학, 평가, 운동 원리,
진행 및 사례 연구
2. The Lower Back

4. shoulder, upper
limb, hand, neck,
thorax를 포함한
상반신.
5. 특수 상태 –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척수
손상, 외상성 뇌 손상
등.

3. hip, knee, ankle, foot
을 포함한 하체

만약 당신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높이고 싶다면, 이 프로그램은 당신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줄 것입니다.
필라테스 교사와 운동 전문가들은 종종 의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다른 건강관리 전문가들과 함께 치료, 부상 예방,
그리고 최적의 기능 달성에 필수적인 움직임과 운동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일합니다.
Advanced Movement Principles는 치유 도구로서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운동 전문가들이 재활과 완전한
기능 회복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코스는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해부학, 일반적인 부상, 구체적인 평가, 연습 및 프로그램
설계에 대해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각 과정은 온라인 및 라이브 구성요소로 구성됩니다. 온라인
요소는 라이브 코스가 평가, 관련 연습 검토, 프로그램 설계
및 사례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좋은 중요한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강좌는 순서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강사는 발란스드바디 재활 전문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코스는 현재 개발 중이며 2022년에 첫 번째 모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곳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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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 Your
Equipment

Customize Your Equipment
WOOD CHOICES

UPHOLSTERY CHOICES

Strong, beautiful, environmentally sensitive.
No compromises.

우리의 35가지 화려한 컬러
팔레트에서 원하는 룩을 연출하세요.

Balance Body의 목재와 설계공법은 4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당사의 평생 보증 서비스를 자신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Strata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는 나무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사용하므로 단일 판자보다 강하고 환경에 더 민감합니다.
모든 Balanced Body 목재는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는 북미
산림에서 목재를 구매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공급업체에서 제공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표준 친환경 목재의 선택을 제공합니다:

Balance Body는 Naugahyde® 와 BeautyGard® 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최고급 미국제
실내 장식 자재입니다.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함께
일반적인 세정제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스크레치, 땀,
세균, 얼룩에 대한 뛰어난 저항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추가 비용 없이 9가지 색상을 제공합니다.

Strata® Rock Maple

어도비 화이트

세이지

그레이 스톤

웨지 우드

버건디

다크 체리

오크

스톰

블랙

Balance Body 리포머의 표준인 락 메이플은
너도밤나무, 참나무, 소나무와 견줄 수 없는 경도
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더 단단하고
일관된 재질을 제공합니다.
» 온도 및 습도 변화로 인한 팽창 및 수축에 대한 내
성이 강합니다.
» 찌그러짐과 마모에 대한 내구성을 강화합니다.
» 접합 강도가 향상됩니다.

Strata® Artisan Maple
» 내구성이 좋은 단단한 목재입니다.
» Strata Rock Maple에 비해 재질과 형태가 더 뚜
렷합니다.

Balanced Body Select Strata®
추가 비용에는 Balance Body Select Strata도 제공합니다.

무료 컬러 샘플을 원하거나 pilates.com에서 팔레트를
확인하십시오. 검은색은 당사 재고, 출고 준비 품목에
흔히 사용됩니다.
원하는 색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색상 샘플을
요청해주세요. 색상 가용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alance Body Reformers는 pilates.com/handmade
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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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가니

월넛

Footbars & Springbars
Available for STUDIO REFORMER

TRADITIONAL

HIGHEST PERFORMANCE

Classic Footbar/No-Roll Springbar

XSR Footbar® and Choice of Springbars
3 스튜디오 리포머를 위한 Extra-wide,
미끄럼 방지 풋바 - 안전하고 견고하며
편안합니다.

3 클래식 풋바는 2개의 지지대를
갖추고 있으며 3개의 높이(아래
포함)로 조정되며, 편안한 패딩과 논슬립 표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프레임 외부에 장착된 XSR은 31”(79cm)
너비로 발을 더 넓게 배치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3 특허 받은 No-Roll 스프링바는
3개의 "기어" 위치에서 저항을
조정합니다. 특허받은 안전 기능인
타원형 모양은 스프링 장력이 해제될
때 아래쪽으로 회전하지 않습니다.

3 수직을 포함한 6개의 안전한 잠금
위치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Revo Springbar™ 또는
기존의 노롤 스프링바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Available for CLINICAL REFORMER

Available for CLINICAL & STUDIO REFORMER

MOST POPULAR

MOST FLEXIBLE

Revo Adjustment System™

Infinity Footbar® and Choice of Springbars

3 가장 쉽고 빠른 조정이 가능합니다. 스프링바 레버를
들어올리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캐리지를 올바른
위치에 밀어 넣습니다.

3 Studio Reformer를 위한 가장 넓은 풋바인
Infinity는 5개의 수직 및 32개의 수평 잠금
위치를 가지며 프레임의 전체 길이를 조정합니다.

3 2x 스프링 저항 조정: 무부하(중립) 및
프리로드입니다.

3 비교할 수 없는 조정 가능성과 극도로 넓은
표면은 상체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Reformer
운동을 지원합니다. 잠금 노브는 쉽고 부드러운
수평 배치를 제공합니다.

3 Revo Springbar™를 이동하면 캐리지가
중립 스프링 장력을 유지하면서 풋바에서
이동하거나 풋바에서 멀어집니다. 5
개의 위치가 12인치(31cm)의 조정
가능성을 허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인체공학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제공합니다.

3 멀티-포지션 Infinity Footbar™와 Revo
Springbar™를 결합하면 사용 가능한
시스템 중 가장 정밀한 시스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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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Push-Through-Bar on Allegro® Tower of Power

FEATURES
3 전체 트라페즈 테이블 운동
레퍼토리의 80%를 얻습니다.
3 타워의 양쪽에서 매트 운동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기능 이동 패턴을
훈련합니다
3 이동 Reformer 캐리지에 통합
실습을 추가합니다.
3 더 많은 연습 옵션을 위해 타워의
양쪽에서 작업하세요.
3 5-in-1 운동 시스템: 리포머, 매트
스테이션, 리포머/매트가 있는 타워,
리포머/매트가 없는 타워, 바닥면을
사용하는 타워 스탠딩 운동 스테이션
입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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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Roll Down Bar on Rialto™ Tower

Towers for Balanced Body® Reformers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매우 다재다능한 Balance Body Tower는 세 가지 운동 시스템
Reformer, Tower/Cadillac 및 Mat를 하나의 공간 절약 기계로 결합합니다!

시그니처 스프링인
Regular and
Long와 한쌍의
루프가 있습니다.

스프링 부착 지점이
있는 Maple RollDown Bar입니다.

3-측면의 PushThrough-Bar는 2~3
개의 높이로 빠르게
조절됩니다. 4사이드
옵션 입니다.

캐리지를
머리끝으로
옮긴 후 1개
또는 2개 매트에
넣습니다.

Shown: Allegro Reformers with Tower

Available for Studio, Allegro, Allegro 2, Rialto, Clinical and CenterLine Reformers.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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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ER
SPRINGS

Signature Springs™
EXCLUSIVE
우리의 특허받은 스프링은 강도,
복원력 및 내구성을 위해 현재
최고의 제품입니다. 니켈 도금
탄소강이며 운동 중 시각적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발란스드바디
장비에 사용하도록 설계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LEARN MORE AT

CHAIR SPRINGS
아우어글래스 또는
캑터스 스프링 장착
의자의 경우 18.75인치
(47cm)입니다.

TRAPEZE TABLE
/ TOWER / WALL
TOWER SPRINGS

pilates.com

Contact us for Springs for older equipment and specialty applications:
Contrology® Springs / Allegro® Stretch Reformer Springs / Unplated Reformer Sp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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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s

Loops

누구나 좋아하는 핸들이 있습니다.
D-Ring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SoftTouch™ 다이하드 또는 래더/
목재 전통을 추구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루프를 좋아합니다. 단순하지만 움직임을 느낌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루프 니즈를 모두
충족하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DOUBLE PADDED LOOPS
(PAIR)
손의 경우 루프가 짧고 다리 또는
발의 경우 루프가 길어집니다.
10026

DOUBLE SOFT TOUCH
VINYL LOOPS (PAIR)
POLYPRO HANDLES
D-링 부착물을 사용하는
네오프렌 그립 포함.
10032

세척하기 쉽습니다. 프리미엄
비닐을 코튼 루프에 직접
박음질했습니다.
17317

SINGLE PADDED
LOOPS (PAIR)
빌과 팔 운동을 위한 싱글
루프입니다.
10045

SOFTTOUCH™ HANDLES

Y LOOPS (PAIR)

네오프렌 그립과 함께 소프트를
사용합니다.비금속이 부착물을 사용합니다
(Allegro 2 Reformer에 사용).

일반적인 루프에 발을
올려놓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요

10047

10511

VINYL COVERS
FOR SINGLE
COTTON LOOPS (PAIR)

LEATHER HANDLES
나무 그립, 우리의 표준 도그 클립을
사용합니다.
12429

Additional Leather Handles available.
Call for info.

간편한 온/오프(루프 제외)
를 위해 산업용 등급 벨크로
클로져가 있는 프리미엄 비닐
커버입니다.
17313

코튼 루프 및 패딩 루프를 위한 비닐 커버 - 쉬운
탈착 및 세척할 수 있습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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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ting Boxes
Reformer 및 Mat 운동 옵션을 늘려보세요. 시팅
박스는 엎드린 자세와 복부 운동, 측면 스트레칭 및 높은
자세의 앉는 운동에 사용됩니다.

STANDARD SITTING BOX
3 발란스드바디 우드 리포머에 포함된
스탠다드 가죽 시팅 박스. 운반이
용이한 3개의 손잡이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12431

SITTING BOX LITE
3 고밀도, 내구성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폼(Black
only) 입니다
3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적인 신체 배치를 위해
질감이 있는 표면입니다.
3 모든 발란스드바디 리포머의 숄더 레스트
위로 편리한 컷-아웃 입니다.(Contrology
Reformer 제외).
3 Contour Siting Box™처럼 모서리가 둥글게
표시됩니다.
3 2kg(4.5lb) 및 핸드홀드를 사용하여 쉽게 쌓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15844

CONTOUR SITTING BOX™
3 모서리가 둥글게 되어 있어 몸에
꼭 맞고 더 넓은 가동 범위를
제공합니다.
12451

Other Sitting Boxes available. See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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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straps
풋 스트랩으로 운동을 확장하세요.
모든 발란스드바디 리포머에는
풋스트랩용 부착 지점이 있습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Shown: Sitting Box Lite

Purchase Sitting Box with Reformer, and get a free Footstrap. Also sold separately.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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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nector®
필라테스의 다음 진화라고
불리는 커넥터는 전신
운동을 위해 팔과 다리를
연결하는 Single-Rope
Pulley 시스템입니다.
리포머의 작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보세요.

Available for Studio, Allegro
and Rialto Reformers.

커넥터 메소드의 Viktor Uygan이
만든 커넥터는 팔과 다리의 독립적이고
동시적인 움직임으로 필라테스를 역동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4개의 Tri-loops가 포함된 싱글 로프
시스템은 지속적인 자체 수용적 피드백과
강력한 코어 활성화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온몸을 결속시킵니다.

FEATURES
3 특별히 설계된 "조용한 승차감" 풀리는
사용 중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3 간편한 잠금 메커니즘으로 리포머를
표준 필라테스 기능으로 되돌립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Contact Balanced Body to
buy the correct Konnector kit.

*All equipment includes access to the free videos section on our streaming video platform. Paid monthly and annual subscriptions also available to access al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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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boards

Plank Bars

PADDED JUMPBOARDS
점프보드는 점프를 활성화하여 리포머 작업에 유산소 운동을
추가합니다. 발란스드바디 점프보드는 시장에서 가장 큰 표준 점프
표면을 제공합니다.

Allegro® Padded Jumpboard

Jumpus Maximus

2007년 6월 21일 이후에 구입한
Allegros에 맞습니다.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손잡이 입니다.

Studio Reformer® , Clinical
Reformer® 및 Allegro Reformer
를 위한 가장 큰 점프보드입니다.

Plank의 변형 기타운동에
대한 새로운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Allegro® 2 Plank Bars, 15978
Rialto Plank Bars,
16458

Other Jumpboard options available. See pilates.com • Allegros prior to 6/21/2007 call for options.

Shown: Allegro® 2 Reformer with Padded Jumpboard

Cardio Cloud™
발란스드바디 점프보드 위에 부드러운
점프 표면을 만듭니다.

2가지 사이즈 입니다.

Shown: Rialto™ Plank Bars

Rialto 및 Allegro2 Reformer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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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ing Platform Extenders
FOR ALLEGRO® 2, ALLEGRO®, RIALTO™ AND STUDIO REFORMER®

이 다재다능한 drop-in 액세서리로 운동에 다양성을
늘려보세요.
스탠딩 플랫폼 익스텐더는 통합 스탠딩 플랫폼의 폭과 깊이를 늘립니다. 플랭크,
무릎 꿇기, 스탠딩 운동으로 운동을 확장하세요. 발이 큰 경우, 더 기능적이고 편안한
표면적이 됩니다.

FEATURES
3 발 전체에 크고 안정적이며
접지력이 뛰어난 표면입니다.

3 스쿼트와 런지를 통해 운동선수와
다리 강화에 좋습니다.

3 팔뚝, 팔꿈치 및 무릎을 편안하게
지지합니다.

3 고령 사용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기반으로 있습니다.

3 추가 완충을 위한 플랫폼
익스텐더 패드입니다.

3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는 메이플입니다
(알레그로 리포머 제외).

3 스프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설치하고 들어
올립니다.

NEW!

NEW!

Studio Reformer®
Standing Platform
Extender

Allegro® 2 Reformer
Standing Platform
Extender

Allegro® Reformer
Standing Platform
Extender

Rialto™ Reformer
Standing Platform
Extender

17873

15976

15961

17874

Dimensions:
26”l x 12”w (66cm x 31cm)

Dimensions:
25”l x 5.75”w (64cm x 15cm)

Dimensions:
22”l x 9 3/8”w (60cm x 24cm)
For Allegros serial# 41501 and above.

클리니컬 리포머를 구입할 때는 스탠딩 플랫폼 익스텐더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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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27.3”l x 6.1”w (69cm x 15cm)

Virtual Pilates & A Double Knee Replacement Rockstar
By Gina Papalia

나의 고객인 메리의 딸을 가르치고 있을 때 메리를
만났어요. 메리는 우리와 함께 운동하기를 원했고, "
물론입니다, 제가 해낼 수 있어요." 라고 말했죠. 제가
그녀의 몸을 평가하기 위해 그녀에게 컴퓨터 앞에 서서

수술 후에 메리가 보낸 문자에는 정말 솔직하게 지나, 당신은
우리 가족의 스타에요. 아무도 내가 어떻게 치료 중에
보행기를 잡고 일어서고,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발가락을
뒤로 당기고 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고, 팔을 곧게 펴고
서서 쉽게 밀어 올릴 수 있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미소를
지으면서까지 아무도 믿지 않을 정도로요!

옆으로 돌아서 걸어 다니라고 했어요. 이후 그녀의
무릎과 고관절의 불균형이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무릎의 문제들 때문인것 같다, 하지만 무릎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답했어요.

메리와 그녀의 딸에게 나는 우리가 함께 동안 어떠한
제약사항도 공유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필라테스
매트 운동은 그녀의 무릎 문제에 완벽하게 맞추었고, 그
시점에서 무릎의 제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요 무릎의
제약 사항은 굽히기와 무릎 꿇기였습니다. 마리는
필라테스를 좋아했고 일주일에 3-5번의 화상 세션을
하는 등 몸이 건강해지는 것에 대해 진지했습니다. 그녀의
코어를 강화하고, 불균형과 나쁜 습관을 식별하고, 새로운
패턴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Mary, 10 days post-surgery and 3 months post-surgery

수술 후 나흘이 지났지만, 저는 곳곳을 걷고 있습니다. 잘 자고요.
약들... 그래요! 전 '올림픽급 환자'에요! 지나, 고마워요! 갈 길이
멀지만 정말 자신 있어요. 사랑을 담아~ 메리

몇 달 후 그녀는 "할 말이 있어요. 4주 후에 무릎 치환술을
메리는 수술 후 7일 만에 PT와 함께 회복을 시작했어요.
받을 예정이에요!" 저는 놀랐지만,
필라테스 인증을 받은, 리포머와
메리는 결정을 내렸고, 메리의 무릎에
캐딜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PT
대한 가장 큰 불만은 그녀가 밤에
는 그녀가 수술 후 4주 후에 회복 중인
할 얘기가 있어요. 4주 후에
고통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메리의
사람의 수치와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릎 치환술을 받을 거예요!
목표 중 하나는 손자들과 테니스를
메리의 모든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온라인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준비시키는 것이 제
필라테스를 계속하고 가끔 나의
일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인 Grasshopper Pilates
NYC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메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의 코어와 전신을 강화하는 필라테스 매트 운동을
그녀의 손자들과 테니스를 칠 준비가 되었으며, 락스타처럼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매트의 초점을 다리 근육(앞, 뒤,
누비며 다니고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및 바깥쪽)과 팔(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의
추가 강화로 옮겼습니다. 메리는 골반에서 힘과 안정성을
키웠고, 메리는 골반에 힘과 안정을 기르고, 다리를
About Gina Papalia
움직이며, 사이드킥을 했고, 결국 다리 무게를 늘렸습니다.
Gina Papalia는 Romana Kryzanowska와 Bob Liekens와 함께 1996
저는 수술 후 순환, 치유, 유연성, 힘을 얻기 위해 종아리,
년 뉴욕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Grasshopper
발목, 발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리에게
Pilates NYC는 2000년 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Pilates
언급했고, 메리는 집중하고 열심히 운동에 임했으며,
Standard의 강사 트레이너로 시간을 보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자신있게 수술에 들어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원하거나 세션을 갖고 싶다면 Grasshopperpilates.com 또는
Instagram @grasshopperpilates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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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ates Props
on the Go

Ultra-Fit Circle® Mini

Ultra-Fit Circle®

링 크기가 작을수록 다리정렬이 용리하며, 운동
중에 다루기가 더 쉽습니다. 직경 12"(30cm)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연한
플라스틱을 고무로 마감처리 되어있습니다.
손잡이 안팎으로는 패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항은 3밴드 스프링 원에
해당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사용자가 다리(
또는 팔)를 놓아 다양한 운동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경 15"(38cm)

3 다리 정렬을 개선하기 위해 발을 엉덩이 바로
아래에 배치합니다.
3 낮은 저항은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15083

See pilates.com for other Ri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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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SmartBell®
재미있고 사용하기 쉬운 SmartBells는 토닝,
스컬프팅 및 레인지 오브 모션에 이상적입니다.
인체 공학적인 모양의 양손 그립이 안전하고
안정적입니다.

Resistance

Part #

1.5lb (0.7kg), Gray

12939

1.5lb (0.7kg), Blue

12938

1.5lb (0.7kg), Purple

12937

1.5lb (0.7kg), Green

12936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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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Rotator Discs
차세대 로테이터 디스크는 스프링 저항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저항력이 없는 기존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직경 9"(23cm) 및 12"(30cm)이며,
이동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마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3 운동 범위를 강화하고 관절 지지와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coWise
Pilates Mat
발란스드바디만의 자수정을
포함한 3가지 색상의 고품질
친환경 매트! 라텍스, PVC,
프탈레이트 또는 염화물 첨가되지
않습니다.

72” x 23” x 3/8” (183cm x 58cm x 1cm)

Color

Part #

Amethyst

10343

Blue

10345

Onyx

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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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다리 사이의 힘 불균형을 식별합니다.
3 상체 운동에는 Light 저항 , 하체
운동에는 Heavy 저항 , 기존의 회전
장치 디스크 운동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3 CoreAlign 및 점프보드용 로테이터
디스크와 로테이터 디스크 패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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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각각 1개의 저항
옵션을 제공합니다.

E
NC

3 더 오래 지속되는 최고 품질의 ABS
구조(최대 중량 용량 500lb(277kg)
입니다.

HT R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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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Roller®
클로즈드 셀 폼으로
만든 고성능 전문 롤러로
모양을 잡아주며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grippy" 표면은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6” x 36” (15cm x 90cm)

Product

Part #

High Density
Blue Roller

17161

Softie Roller

10102

Rain Cloud Gray

10104

Swirlie Gray

10105

Softie & Poster

12643
Shown: EcoWise Pilates Mat and Magic Roller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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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b Hand Weight
미끄러지지 않는 텍스처 표면으로 인체공학적 손쉬운
모양의 기존 경량 아령의 모든 장점을 제공합니다. 안전
스트랩은 조절 및 탈착이 가능합니다.

3lbs (1.4k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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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

Single

16919

Pair

16922

Balls of all Shapes
and Sizes!

Inflatable Ball,
8-10” (20-25cm)
10250

공은 여러분의 운동을 강화하고
재미있어요! 복부, 상체, 그리고
허리 아래 힘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Playground Ball,
5” (13cm)
10297

BURST-RESISTANT FITNESS BALLS

운동과 물리치료에 좋습니다!
공을 사용하여 각 세션에
균형 챌린지, 포지셔닝
지원 및 재미있는 모션을
추가해보세요.

Ribbed Inflatable
Ball, 8-10" (20-25cm)
10296

Learn more at pilates.com
피트니스 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펌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OGU Ball,
up to 12” (30cm)
10309

Inflatable Ball,
4” (10cm)
10295

Franklin Textured Ball,
4” (10cm)
10317
77

Positioning
and Balance
안정성과 서포트, 그리고 저항
균형을 위해.

Shown: Moon Box Lite

MOON BOX

MOON BOX LITE

THE WEDGE

월 타워, 리포머 또는 체어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덮개를 씌운 튼튼한
스몰 박스. 기구에 앉기 위해 높이를
추가하거나 높이가 큰 리포머를 위한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문박스 라이트는는 일반 문박스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밀도 재활용 폼으로 제작되어 세척,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합니다.

발란스드바디 리포머에 숄더 레스트
사이의 대형 업홀더 웨지핏이
부착됩니다. 완만한 12도 경사로에서
목 경부의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어깨,
목,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누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Dimensions: 6” x 9.5”x 15.5” (24cm x 39cm)

Stock: Black. Dimensions: 6” x 9” x 14”
(15cm x 23cm x 36cm)

12337

Single, 10360
Pair, 12654

Stock: Black . Dimensions: 31” x 23” x 7”
(34cm x 34cm x 8cm)

12482

C-SHAPER

THE SLICE

CORK BLOCK

1988년 밸런스 바디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오리지널 C-Shaper가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돌아왔습니다.
롱 비치 댄스 컨디셔닝의 마리 조셉
블롬과 키네틱 피트니스 스튜디오의
쿠엔틴 조세피가 디자인한 C-Shaper
는 척추를 지지합니다.

브릿지 필라테스의 Blossom
Crawford와 함께 개발된
슬라이스는 여러분의 일상 운동에
통합될 수 있는 뛰어난 다용도
포지셔닝 도구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확한
코르크를 사용하여 만든 Cork
Block은 폼 블록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손과
몸을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결이 있는 표면을
제공합니다.

Dimensions: 3.75”h x 5”w x 11”l
(9.5cm x 12.7 x28cm)

Dimensions: 6” x 9” x 14” (15cm x 23cm x 36cm)

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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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3” x 6” x 9” (8cm x 15cm x 23cm)

16810

16920

Customizations | p.58

Balanced Body Barre®

Poles

항균 파우더 코팅 새틴으로 마감처리 된 "Barre" 입니다.
휴대가 용이하고 조립이 쉬운 알루미늄 재질로 미끄럼
방지 그립으로 바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균형과 안정성을
위한 폴입니다.
GONDOLA POLE
스탠딩 운동을 수행 할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무 단부는 바닥의 트랙션을
개선합니다. (단풍나무 재질)
60” (152cm) length x 1.25” (3cm) diam.

12369

LEARN MORE AT

pilates.com

WEIGHTED
METAL POLES
끝이 고무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Product

Part #

MAPLE DOWELS

Balanced Body Barre,
72” long (183cm)

10064

Balanced Body Barre,
48” long (122cm)

얼라인먼트, 암 운동 등을
위해!

10063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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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 A Balanced Body
Master Instructor

Where do you think the
Pilates industry is heading?
LINDA HENRIQUEZ
Peace Love Pilates l Panama City, Panamá
peacelovepilatespty.com
@peacelovepilatespty

peace.love.pilates

필라테스 산업은 우리가 2020년부터 등장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의 접촉을 갈망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평온함을 느끼는 움직임 경험을 제공하는 더 작은 부티크
공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 세계의 마스터
강사에 대한 온라인 글로벌 액세스를 통해 우리는 집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서 다양한 수업을 즐길 수 있습니다.

PAGE SIEFFERT
Pilates Nosara l Nosara, Costa Rica
pilatesnosara.com
@pilatesnosara.pagesieffert

Pilates Nosara

우리 산업은 진정으로 마음과 몸과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신
건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피부색, 신체 유형 및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합니다. 버튼 한 번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됩니다. 지난 한 해의 고립 속에서
우리는 또한 서로 친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스튜디오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Pilates Retreats는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TOM MCCOOK
Center of Balance l Mountain View, CA. USA
centerofbalance.com
@centerofbalancemv
Center.Balance
저는 전문적인 지도와 함께 더 잘 움직이는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필라테스가 점점 더 많은 운동선수들이
필라테스의 많은 이점을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규모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능을 개선하고 인생의 후반기에 노화를 잘
적응하기 위해 학습 기술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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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YEON ROH
Pilates The Balance, Korea Integrated Movement Academy
Seoul, South Korea
bbkorea.kr
Su Yeon Roh

필라테스 지도자는 단순히 자격증이나 리더십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전문 워크숍에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쌓고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끊임없는 소통과 자기 계발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라테스 시장의 양적 성장이
아닌 '양질의 교육을 통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JULIA SHEGANOVA
MFitness | Moscow, Russia
coachclub.pro
@ coachclub_fit

coachclub.pro

저는 높은 수준의 낙관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산업은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능성 3-D 모션 모델의 현대적 트렌드는 자유 동작의 원리와
필라테스의 방법론에 확고히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운동의 가변성과 수정 가능성은 그들을
어떤 수준의 훈련에도 맞출 수 있게 합니다. 세계적인 유행병
동안 매우 가치 있는 운동에 통합된 호흡의 원리를 언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NORMA GRAY
Al Manahil | Riyadh, Saudi Arabia
almanahil.com.sa/mind-body/
@normagray.pilates

우리는 우리의 세상과 감정에 영향을 받아 몸과 감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국경 없는
삶은 우리를 자연과 공동체로 돌아오게 합니다. 숨바꼭질 몸과
정신이라는 요셉의 가르침은 모두를 위한 필라테스의 성숙한
지능, 생태적 조화, 그리고 통제학을 통한 삶으로의 복귀를
제안합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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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ourse

Pilates Instructor Training
필라테스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 지원, 지역사회를 위해
발란스드바디에 가입하세요. 우리는 50개 이상의 국가에
교육자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라테스 커리큘럼은 균형 잡힌 신체 운동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education/pilates

career course

Integrated Movement Series
우리의 Integrated Movement Specialist™ 인증은 해부학과 움직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체력에서 기초 움직임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졸업생들은 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래밍을 맞춤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운동 수행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LEARN MORE AT

sites.pilates.com/integrated-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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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ourse

Pilates and Rehabilitation
필라테스는 효과적인 치료 운동 방법론으로, 환자의 기능 수준에 맞게 쉽게
변형됩니다. 우리의 PT/재활 과정은 치료 양식과 치료 후 유지 프로그램으로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는 클리니션즈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LEARN MORE AT

sites.pilates.com/rehab

CoreAlign®
물리치료사가 재활 기구로 설계한
CoreAlign은 세계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힘, 속도 및 민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 훈련 장비이기도 합니다.

Learn more on p. 24

Clinical Reformer®
40년 이상 동안 재활 전문가와 협력하여
클리니컬 리포머를 정형외과적, 신경학적 및
만성 통증 상태의 치료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Learn more on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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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 your journe y

Anatomy in Three
Dimensions™
해부학을 배우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
골격에 점토를 사용하여 몸을 안팎으로 만듭니다. 이 실습 접근
방식을 통해 뼈, 관절, 근육, 힘줄 및 인대의 구조와 신체가 움직일
때 이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LEARN MORE AT

pilates.com/education/anatomy3d

Complete Anatomy Build Kit
여러분만의 근골격계 해부학만 있으면 됩니다!
Anatomy + Movement™ 스켈레톤, 테라코타
점토, 화이트 클레이, 도구 키트 및 완전한 해부학
제작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16504

Best of POT는 작년에 4번의 매우
성공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발표자와 최신 관련 주제를 한 데 모아
이러한 이벤트는 대화형의 매력적인
이벤트입니다. 우리는 가상 환경의 매직을
계속 진행할 것이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을
때 직접 참여할 것입니다!
SEE DETAILS AT

Movement Professionals를 위해
설계된 이러한 원데이 가상 이벤트는
기능 및 성능 기반 교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이라이트는
해부학과 운동학, 다면 운동 역학,
그리고 점진적인 운동 프로그래밍을
포함합니다.
SEE DETAILS AT

sites.pilates.com/integrated-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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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atesontour.com

Pilates for Kids: The Origins
By Christine Egan

Christine Egan Physical Therapy - Point San Quentin Village, CA

저는 항상 "지능적인" 운동, 즉 제 몸뿐만
아니라 제 마음과 정신까지 운동시키는
운동을 선호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피트니스
운동과 비교하여, 다양한 형태의 요가를
공부하고, 알렉산더 테크닉 수업을 듣고,
필라테스를 연습하는 것은 저를 더 신경 쓰고
제 몸에 적응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용하여 고객을 가르치는 동시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리포머의
closed chain movement 시퀀스에서 저항을 측정하는
능력이 제 치료의 초점 입니다. 장비에서 제공되는 피드백은
아이들에게 신체 인식의 향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구요.
이러한 자기수용적이고 운동감각적인 인식은 근육 조절과
조정의 핵심 요소이고, 내가 하는 필라테스 작업은 만능의
해결책이 아니라, 각각의 특정한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맞춤
제작됩니다.
필라테스의 전 범위를 배우면서 이 연구가 수술 후 재활뿐만
아니라 뇌성마비, 저혈압, 클럽 발 변형, 보행 편차, 척추 측만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를 포함한 다양한 정형외과 및
신경근육 장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999
년 발란스드바디의 데이브 리트먼의 도움으로 제가 연습하기
위해 수정한 리포머를 아이들은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필라테스를 함께하는 것은 P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입니다.
수년 동안 얻은 지식은 필라테스 기술을 아이들의 특정 진단에
적용하면서 전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신체 지식(
부상에 따른 유지와 재활을 위한 저의 목표)으로 개인적으로
계속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매트 수업을 지금도
계속 듣고 있으며 아이옌가 스타일의 요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저는 신체 정렬이 어떤 움직임 연습에서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1993년부터
제 소아 재활 요법에 필라테스를 접목하여 환자의 중심
힘과 근위부 자세의 안정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필라테스는
제 치료 실습의 초석인 신경발달치료(NDT)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991년에 동료 물리치료사 (그리고 동료
요가 학생)가 필라테스의 다방면의 이점으로 필라테스를
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그 실천이 저에게 얼마나
근원적인 역할을 할 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필라테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도에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동안 소아 재활
치료를 하면서 저는 더 '즉각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필라테스를 함께하는 것은 다리를 통한 힘 생성
증가, 근육의 중간 제어 조절, 근력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은 PT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이에요.
저의 자격증 커리큘럼은 꽤 광범위했고 장비에 대한 심도
있는 작업뿐만 아니라 클래식 매트 운동도 모두 다루었죠.
과정은 꽤 까다로웠지만, 그 동안 자격증을 따면서 소아과
환자들에게 이 운동 요법을 가르쳤습니다. 필라테스 장비를

About Christine Egan
현재 MPH PT C/NDT인 크리스틴 이건(Christine Egan)은 매들린
블랙과 엘리자베스 라캄이 편집하고 핸드스프링 출판사가 출판한 책
"Pilates Applications for Health Conditions: Case Reports and
Perspectives"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필라테스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챕터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필라테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배우고 싶으십니까? 크리스틴의
웹사이트인 PilatesKids.com과 ChristineEgan.com을 확인하세요.

87

Reformer Checklist
모든 리포머는 동일한 기본 기능을 공유합니다. Balanced Body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스타일의 리포머를 만듭니다.
Balanced Body의 클래식 우드 리포머는 기능, 조정 기능 및 아름다움에 대한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휴대용
리포머의 간편한 보관을 선호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 크기를 위한 리포머가 필요하거나 추가 운동 옵션을 위해 추가 타워/
매트 변환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Allegro

Rialto

Allegro 2

Studio

Clinical

Metro IQ

CenterLine

Fletcher

Contrology

Frame

METAL

WOOD

METAL

WOOD

WOOD

METAL

WOOD

WOOD

METAL

Stock Springs

3, 1, 1

3, 1, 1

3, 1, 1

3, 1, 1

3, 1, 1, 1

3, 1, 1

4

4

4

Vertical

4 or 5**

5

4

4 or 5*

5

2

2

3

2

Horizontal

4 or 5**

1

9

1 or 32

32

2

1

1

1

2

3

2

6

6

1

3

2

3

Lowest

7.5" (19cm)

14” (36cm)

8" (23cm)

14” (36cm)

14” (36cm)

5.75" (14cm)

14” (36cm)

14” (36cm)

14” (36cm)

Mid-level

14” (36cm)

-

15" (38cm)

18” (46cm)

18” (46cm)

-

18” (46cm)

-

-

Highest

-

-

-

24” (61cm)

24” (61cm)

-

-

-

-

Transport
Wheels

Included

-

Optional

-

-

Included

-

-

-

Sitting Box &
Foot Straps

Optional

Included

Optional

Included

Included

Optional

Included

Included

Included

Shoulder Rest

Removable /
Adjustable

Removable /
Adjustable

Removable /
Adjustable

Removable /
Adjustable

Removable /
Adjustable

Removable /
Adjustable

Removable /
Adjustable

Fixed

Fixed

Ropes or
Leather Straps

Rope /
Risers

Rope /
Risers

Rope /
Risers

Ropes/Risers/
Leather

Rope /
Risers

Rope /
Risers

Leather

Leather

Leather

-

-

-

-

-

Footbar Positions
Footbar Positions

Springbar
Adjustments

Frame Heights

Vertical
Storage

-

Warranty
on Frame

Options and Add-Ons

10 Year

5 Year

10 Year

Lifetime

Lifetime

2 Year

Lifetime

Lifetime

Lifetime

Allegro

Rialto

Allegro 2

Studio

Clinical

Metro IQ

CenterLine

Fletcher

Contrology

Tower & Mat
Conversion
Jumpboards

-

Standard

External Frame
Footbar
*Infinity footbar option expands horizontal footbar positions to 32.
**Allegro Stretch has 5 horizontal footbar positions. Available Footbars limited for Stretch Reformers.
1 Jumpboards for 86" & 89"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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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Capital Equipment Dimensions
FUNCTIONAL
HEIGHT FLOOR
TO WORKING
SURFACE:
(CARRIAGE/MAT)

WIDTH
OVERALL
(WIDEST
POSSIBLE
POINT)

LENGTH
OVERALL

CARRIAGE
TRAVEL
(DISTANCE)

WEIGHT
(EST. ONLY)

Allegro 2 Reformer

8.75" (22cm)

32" (81cm)

93.75" (238cm)

40" (102cm)

140lb (64kg)

Allegro 2 Reformer
With 14" Legs

15" (38cm)

32" (81cm)

95" (241cm)

40" (102cm)

146lb (66kg)

Allegro 2 Reformer
With Legs/Tower

15" (38cm)

35.25" (90cm)

95" (241cm)

40" (102cm)

171lb (78kg)

Allegro Reformer

7.5" (19cm)

36" (91cm)

92.75" (236cm)

40" (102cm)

113lb (51kg)

Allegro With 14" Legs

14.5" (37cm)

36" (91cm)

95" (241cm)

40" (102cm)

124lb (51kg)

15.25" (39cm)

36" (91cm)

95" (241cm)

40" (102cm)

171lb (78kg)

EQUIPMENT

REFORMER

Allegro Reformer
Legs/Tower
Allegro Reformer Stretch

7.5" (17cm)

36" (91cm)

113" (287cm)

46.25" (117cm)

138lb (63kg)

Rialto Reformer

15" (38cm)

34.25" (87cm)

95.5" (243cm)

40" (102cm)

140lb (64kg)

Rialto Reformer With Tower

15" (38cm)

34.25" (87cm)

97" (246cm)

40" (102cm)

180lb (82kg)

Ron Fletcher Reformer

15" (38cm)

25.5" (65cm)

93" (236cm)

33.5" (85cm)

145lb (66kg)

Centerline Reformer

15" (38cm)

25.5" (65cm)

91" (231cm)

37" (94cm)

145lb (66kg)

5.75" (15cm)

25" (64cm)

98" (249cm)

39.75" (101cm)

85lb (39kg)

15" (38cm)

26.5" (67cm)

93" (236cm)

40" (102cm)

152lb (69kg)

Studio Reformer Tower 14"

15" (38cm)

26.5" (67cm)

94.75 " (241cm)

40" (102cm)

188lb (85kg)

Studio Reformer 18"

19" (48cm)

26.5" (67cm)

93" (236cm)

40" (102cm)

160lb (73kg)

Studio Reformer Tower 18"

19" (48cm)

26.5" (67cm)

94.75 " (241cm)

40" (102cm)

196lb (89kg)

Studio Reformer 24"

25.5" (65cm)

26.5" (67cm)

93" (236cm)

40" (102cm)

168lb (76kg)

Studio Reformer Tower 24"

25.5" (65cm)

26.5" (67cm)

94.75 " (241cm)

40" (102cm)

204lb (96kg)

14" (36cm)

26.5" (67cm)

80.5" (204cm)

26.5" (67cm)

114lb (52kg)

Reformer Trapeze
Combination 24"

25.5" (65cm)

31" (79cm)

93" (236cm)

40" (102cm)

249lb (113kg)

Centerline Cadillac

25.5" (65cm)

29" (74cm)

85.5" (242cm)

N/A

190lb (86kg)

Centerline Pole System

89" (226cm)

30.25" (76cm)

30" (76cm)

N/A

61lb (28kg)

Metro IQ Reformer
Studio Reformer 14"

CHAIR

TRAPEZE

Contrology Reformer

Trap Table/Cadillac

25.5" (65cm)

29" (74cm)

86" (218cm)

N/A

190lb (86kg)

Contrology Cadillac

23.7" (60.2cm)

25.5" (64.8cm)

86” (218,4cm)

N/A

245lb (111.1kg)

Combo Chair

25.5" (65cm)

28" (71cm)

29" (74cm)

N/A

91lb (41kg)

Exo Chair

24.25" (62cm)

23.25" (59cm)

30.5" (77cm)

N/A

36lb (16kg)

Wunda Chair

23.75" (60cm)

21.5" (55cm)

29" (74cm)

N/A

58lb (27kg)

Centerline Chair

24.5" (62cm)

21.5" (55cm)

30" (244cm)

N/A

36lb (16.3kg)

33.63” (85.4cm)

16.5” (42cm)

41.5” (105.4cm)

N/A

34lb (15.4kg)

7" (18cm)

23.5" (60cm)

66.25" (168cm)

40.75" (104cm)

94lb (43Kg)

CoreAlign With Ladder

7" (18cm)

38.25" (76cm)

78.25" (199cm)

40" (102cm)

183lb (83kg)

Ladder Barrel

36" (91cm)

36" (91cm)

47.25" (120cm)

N/A

79lb (36kg)

Contrology Arm Chair
CoreAlign Without Lad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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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ing / Returns / Warranties
For complete information on shipping, returns, changes and cancellations,
(US and International) visit “About My Order” at pilates.com.
SHIPPING

WARRANTIES

Large equipment ships via freight company in cardboard
boxes, unless you request a wooden crate at additional cost.
Most accessories and small props ship via FedEx.

For complete and current information, please visit
“Returns & Warranties” in our online store at pilates.com.

For overseas shipments, please contact us for details.

For complete and current information on Balanced Body
patents, please visit www.pilates.com/patent.

CUSTOM ORDERS
Can’t find something in the catalog? Please check online
at pilates.com, or call us with your custom request.

CHANGES
Availability, prices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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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S

LEGAL NOTICES
For complete and current information on Balanced Body
trademarks and/or service marks, please visit
pilates.com/legal.

The Back Story
우리의 Contrology 제품군은 Ken이 타협할 수
없는 진정한 클래식 기구를 만들도록 요청받았을
때 탄생했습니다.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원래의 샘을 재현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켄은
각각의 클래식 장비의 느낌과 기하학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켄이 제이 그라임스를 소개받았을 때 해답이
발견되었습니다. Jay가 처음 본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은 켄의 기계적 전문 지식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의외의 파트너십은
"Joe 스튜디오에서 각 작품이 운동하는 느낌"
을 재현하려는 그들의 공유된 약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에 우리는 Controlology Reformer
를 출시했으며 그 뒤를 이어 Chair, Ped-o-Pul
및 Cadillac이 출시했습니다. 지난 봄에 우리는
Controlology Folding mat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타워, 래더 배럴 및 기타 몇 가지 놀라운
기능이 있는 제어 리포머 입니다!
각 Controlology 기구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 재발명 및 재창조가 있었습니다. 그
작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스프링으로 돌아가며,
각 부품에는 특별히 설계된 스프링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Controlology 기구의 classical
"feel"인 비밀 소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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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ogy®
Reformer
with Tower

NEW!

INCLUDES
3 모든 Contrology 리포머의 구성 요소입니다.
3 우드재질의 푸시스루 바(PTB)
3 메탈 "s" 후크가 있는 우드 롤백 바 31"(80cm)

Contrology
Folding Mat
®

FEATURES

3 매트 변환의 원피스 드롭으로 원활한 지지와
쿠셔닝 제공
3 가죽 손잡이가 있는 2개의 제어 암 스프링
(Light)
3 2개의 컨트롤로지 레그 스프링(Light), 코튼
루프 포함
3 3 제어 PTB 스프링

3 튼튼한 나무 베이스의 1인치(2.54cm)
고밀도 폼으로 궁극의 필라테스 매트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3 2개의 안전 체인 및 1개의 스토리지 체인

3 접는 매트의 이음새는 사용 시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3 86"(218cm), 89"(226cm)의 두 가지 리포머
프레임 중에서 선택합니다.

3 히든 마그네틱 클로저는 손쉬운 운송 및
보관을 위해 단단히 고정됩니다.
3 비닐 손잡이로 운반이 용이합니다.
3 탈착식 다월 손잡이는 안전한 오버헤드
운동을 위해 팔과 등 연결부를 "ON"으로
돌려 허리를 강화시키고 양방향 스트레칭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내구성이 있고 덮개가 있는 문 박스(2개)는
위치 고정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3 코튼 풋 스트랩은 운동을 통해 지지력을
제공하며 일부 운동에서는 느슨한 풋
스트랩이 중심 상실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실무자들이 교육 도구로 자주
사용합니다.
3 표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힌지 솔기가 덮여
있습니다.

FEATURES

3 용접이 필요 없는 원피스 사이드 레일
3 얇고 밀도가 높으며 탄력 있는 폼입니다.
3 단단하고 탈착 가능한 숄더 서포트가
있습니다.
3 원 피스 드롭으로 매트 변환이 가능합니다.
3 타워의 아연도금, 광택 처리된 "schedule 80"
강관

ACCESSORIES
3 매트 핸들

Product

Part #

Contrology 86" Reformer
Tower & Mat

17424

Contrology 89" Reformer
Tower & Mat

17426C

Contrology Tower Retrofit Kit는 미리 드릴링된 프레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Contrology® Reformer

Upholstery: Black

INCLUDES

ACCESSORIES

FEATURES

3 4가지 모델 선택: 80인치(203cm), 80
인치(203cm), 86인치(218cm), 89인치
(226cm)

3 패딩처리 되지 않은 풋바 커버

3 초강력 및 내구성이 뛰어난 압출
알루미늄 프레임

3 특별히 제작된 4개의 Reformer
Springs

3 점프보드*

3 Uncovered 금속 풋바

3 패딩 풋바 커버

3 일체형 용접이 없는 사이드 레일이
더 강하고 청소하기 쉽습니다.

3 Contrology Springs(싱글 및 4개
패키지 판매)

3 래더 및 우드 핸들 2개

3 서포트, 피드백 및 편안함을 위한
캐리지의 얇고 조밀하며 탄력 있는
폼

3 36인치(92cm) 메이플 폴
3 기어 블록 1개
Product

Part #

3 업홀스터 박스

Contrology JGRIMES
Reformer

16095

3 블랙 코튼 풋 스트랩 2개 및 익스텐더
스트랩

Contrology 80”
Reformer

16472C

Contrology 86’
Reformer

16472C

Contrology 89”
Reformer

16472C

3 쿠션 무릎 패드 2개

3 캐리지 블록 2개(86" 및 89" Reformer
만 해당)

Limited Lifetime Warranty. 30-day money
back guarantee.

SPOTLIGHT: SPRINGS

Shown: Contrology
Springs (Box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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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ology Springs는 스프링
설계 및 제조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Joe는 다양한
스프링을 사용했으며 일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엄선된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스프링 스타일을 부활시켰습니다.
한 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3 용접이 필요 없는 주조 알루미늄 숄더
서포트
3 스프링바 후크가 더 깊어 진정한 "Feel"
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스프링 각도를
제공합니다.
3 사용자 지정 헤드레스트 블록이 위치를
유지합니다.
3 O-링과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트랩 마운트가 있는 사전 스트레치 및
처리된 천연 가죽 스트랩
3 숄더 레스트 바로 아래 캐리지 패드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통해 배치 및 피드백
제공

Contrology® Cadillac

Upholstery: Black

INCLUDES

ACCESSORIES & OPTIONS

FEATURES

3 목재 PTB(Push-Through Bar)

3 액세서리 및 소품을 위한 스토리지 전용
"토이박스"

3 강도와 내구성을 위해 제작된
용접이 필요 없는 통합 알루미늄
베이스

3 우드 롤 백 바 31인치(79cm)
3 메탈 "s" 후크
3 풋스트랩이 있는 트랩 바
3 래더 핸들이 있는 제어 장치 암 스프링 2
개 (경량)
3 면 루프가 있는 Contrology 레그
스프링 2개(라이트)

3 에어플레인 보드
3 스몰 쿠나 보드
3 JPack 스프링스: 암 스프링 2개(헤비)
및 레그 스프링 2개(헤비) 포함

3 캐노피 수직 튜빙 인서트는 다리
전체에 걸쳐 있어 강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3 넥 스트레처

3 아연도금, 광택 공정 캐노피의 80 강도
파이프입니다.
3 테이블 상판은 지지, 피드백 및 편안함을
위해 얇고 조밀하며 탄력적인 폼으로
제작되었습니다.

3 Contrology 롤 백 바 스프링 2개
3 Contrology PTB 스프링스 3개
3 2개의 세이프티 체인 및 1개의 보관 체인
3 라지 쿠나 보드
3 조절식 벨리 스트랩

Product

Part #

Contrology Cadillac

17037

Contrology Cadillac
with Toybox

17123

3 슬라이더 노브는 접근하기 쉽도록
슬라이더 측면에 의도적으로
배치됩니다.
3 푸시-스루-바에 더 강하고 빈티지한
단조 스틸 아이 볼트를 장착합니다.

Limited Lifetime Warranty. 30-day money
back guarantee.

Shown: Neck Stretcher

Shown: Small Kuna Board

Shown: Cadillac Toybox

Contrology®Arm Chair
3 암, 상체 및 코어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핸드크래프트 솔리드 메이플 프레임입니다.
3 얇고 촘촘하며 탄력 있는 폼으로 덮습니다.
3 이동식 시트 등받이는 앞으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3 (hidden) 후면 프레임의 분리식 스토퍼로
리클라이닝 확장을 지원합니다
3 2개의 맞춤형 암 스프링 포함.
17011

ACCESSORIES
3 폼 웨지는 좌석을 더 높게 조정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수평면을 만듭니다.
17039

Contrology®
Ped-o-Puls

KSG/CT ONLY:

3 코어 힘, 균형 및 신체 인식
개발을 지원합니다.

3 2방향 기울어진 베이스, 3/4인치
기울어져 운동 난이도를 높입니다.*

3 스탠다드 Ped-o-Pul 또는
향상된 KSG/CT Ped-o-Pul 2
가지 모델입니다.

3 seated exercise을 위한 Bike Seat
는 3가지 위치로 조정됩니다.*

3 8개의 수직 위치로 조정 가능한 상단
슬라이더입니다.
3 스프링용 추가 후크 2개입니다.

3 모서리가 둥근 메이플
베이스입니다.
3 2 Contrology 스프링(Light)
입니다.
3 유연 아연도금 강철 폴입니다.
3 손잡이 선택: 래더 및 우드 또는
빈티지 와이어 또는 우드입니다.
*KSG/CT Complete Package에

Product

Part #

Standard Ped-o-Pul

17036

KSG/CT Ped-o-Pul
Complete Package

17226

Accessories (KSG/CT only)
Bike Seat

16915

Tilting Base

16895

Shown: Standard Ped-o-Pul

포함되어 있으며, 별도 판매됩니다.

FREE STREAMING AT

video.pilates.com

LEARN MORE AT

contrology.pilates.com

5909 88th Street Sacramento, CA 95828 USA
(916) 388-2838 | pilates.com

Transforming how people look,
feel and move for over 45 years.
Visit us at pilates.com.

2022 ANNUAL CATA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