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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Smart Mirror

프리미엄 라이프
이제 홈트도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 PT도 받아보고 싶지만 코로나로
헬스장을 가기는 무섭고 시간도 없는 당신!
소중한 당신을 위해 이제 미트니스 하세요!
넓은 화면 속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며 바른자제!
정확한 동작으로 건강한 몸 만들기!

집에서 작은 화면으로 힘들게
운동하는 서포터님들을 위해!

프리미엄
홈트레닝의 완결판!!
미트니스!!

불편한 홈트레이닝은 이제 그만!

나를 보며 아름다움을 찾는 프리미엄

미트니스
Home홈트서비스
Training
01

02

실시간 온라인 PT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경험하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생동감 넘치는 오프라인 PT현장

미트니스만의 프리미엄 영상을

1:1 및 1대 다수 실시간

무제한 제공합니다.

라이브 클래스

03
친구와함께
같은 영상을 보며
친구와 함께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상호연결

04

05

개방감 있는 디자인

체계적인 운동

전신 거울을 통해

초보자도 쉽게 시작 할 수 있는

나를 보며 정확한 운동과

나를 위한 맞춤형

세련된 디자인으로

운동 프로그램

나만의 공간을 업그레이드

01

02

운동은 대형거울과 함께

운동하는 방법이 궁금해!

운동할 때 대형거울은

운동은 하고 싶지만 시작이

꼭 필요한 우리의 운동마니아!

너무 어려운 당신!

03

04

다양한 운동을 찾는다면?

혼자는 너무 심심해

필라테스, 요가, 댄스 등등..

혼자서 하는 운동은 너무 지루해~

이것저것 다하고 싶은 우리는 운동

친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탐험가!

운동 인싸들은 모여라!

미트니스 하나면 온가족이 함께!

미트니스는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05
체계적인 운동 플래너
운동은 계획이 반이다.
매일 계획하고 기록하고
우리의 운동플래너

개 방 감

있 는

디 자 인

사용 하지 않을 때는
전신거울로
집 분위기 UP!!
1400 × 455mm 사이즈로 거울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

집 안 어디에 두어도
세련된 디자인
깔끔한 분위기 UP!!
세련된 디자인으로 나만의 공간을 업그레이드!

믿을 수 있는 강사진

실력이 검증된 최고의
트레이너가 알려드립니다
미트니스는 검증된 강사진을 통해, 운동법의 A-Z 까지 섬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김 성 경 필라테스
-현)미트니스 필라테스 전속 강사
-현)소울 무용단 필라테스 강사
-뮤지컬 배우 필라테스 개인 트레이닝
-서울예술대학교 무용과 졸업

이 윤 진 요가&명상
-현)자이요가명상 온라인 데모강사
-현)옥수동 나무요가센터 요가강사
-현)종로 스포짐 GX 요가강사
-현)응암SK파크뷰 요가강사

김 수 정 다이어트댄스
-현)뮤지컬 배우
-2021 연극 남겨진 사람들
-2020 뮤지컬 당신이 좋아
-2019 뮤지컬 여명의 눈동자

최 관 우 웨이트 트레이닝
-현)뉴바디짐 퍼스널 트레이너
-생활 스포츠 지도자 2급
-엘리트 체육 중,고 농구 선수
-안다르, 엘칸토 외 다수의 바이럴 광고 메인 모델

백 주 연 발레
-현)스테레칭앤유 대표
-경희대학교 무용과 발레 전공 졸업
-덕원예술고등학교 무용과 발레 전공 졸업
-뮤지컬&연극 공연 다수

김 유 진 요가
-현)코엑스짐 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개인 레슨
-현)퀘스트짐 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개인 레슨
-현)멀티스포츠센터 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개인 레슨
-현)비본필라테스 기구 필라테스 개인 레슨

박 진 희 건강체조&다이어트댄스
-현)용인시민체육센터(도시공사) 다이어트댄스
-현)스타트업 와프 (어플) 댄스
-현)스마트미러 제품 (어플) 댄스촬영
-현)인천 티박스 미디어 강사(온라인 수업)

이 세 민 웨이트 트레이닝
-식품영양산업 / 스포츠경영 전공 학사
-서울시구로구, 고양시, 청주시, 보건소 운동처방사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지도자
-대한민국해군 복지지원대 Navy 핏 퍼스널트레이너

박 규 리 에어로빅
-현)휘트니스칸 줌바강사
-현)휘트니스팜 줌바강사
-현)컬리넌 댄스강사
-현)스타핏 휘트니스 머슬클래스 강사

And more...

신 수 헌 요가
-현)스포짐 종각점,종로점
-현)응암동SK 커뮤니케이션
-현)서울역센트럴자이 커뮤니케이션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졸업

김 성 경 다이어트 댄스
-현)미트니스 다이어트 전속 강사
-현)소울 무용단 강사
-뮤지컬 배우 댄스 개인 트레이닝
-서울예술대학교 무용과 졸업

최 성 주 웨이트 트레이닝
-현)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선수
-현)휘트니스 트레이너
-생활 체육 지도사 자격증
-인체해부학 강의 수료

이 향 미 킥복싱
-현)수원삼성전자㈜ 줌바강사
-현)온라인 리트니스 줌바 &바디프로필 강사
-현)피트니스 다이빙 줌바 강사

개 인 맞 춤

커 리 큘 럼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최적화된 체험을 제공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시작 할 수 있는 나를 위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운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 룹 클 래 스

이제는 집에서도
친구와 함께
운동하세요
혼자하는 운동이 지루하다면?
같은 영상을 보며 친구와 함께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상호연결 그룹 클래스!

운 동 관 리

시 스 템

운동을 계획하고
기록하고 평가하세요
운동한 기록을 저장하고 평가하여 자기만의 운동 플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트니스
기기정보 및 제원표

미트니스 만의
높이조절식 이동식 브라켓

S p e c i f i c a t i o n

성능

흔들림이 없는 높이조절 가능

OS

Android 7.1

CPU

Rk3399 hexa-Core

GPU

Mail-T860 MP4 (Quad)

RAM

4GB DDR3

ROM

32GB Nand

LAN

RJ45

WiFi

WiFi 802.11b/g/n

Camera

500만 화소 광시야각

디스플레이
해상도

1920 × 1080

사이즈

32인치

제품외관
사이즈
이동이 편리한 바퀴 장착

1400 × 455 × 50

설치방법
벽부형 / 스탠드형

삼마아이씨티는 21세기 정보화 사회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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