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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TECH IS... CREATIVE, MED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create programs of active and active off-load
exercises with adjusted resistance applied for patient's individual need.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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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Erect
Walking Exercise System Walking Erect
Walking Erect 보행 운동 시스템은 보행 재활에 필수로 설치되는

Woodsling+ walking Exercise System은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에서 사용되어지는 보행 운동 시스템입니다.
Woodsling+ walking Exercise System은 획일적인 설계시스템이 아닌
사용 목적과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는 제품으로,
한번에 여러 명의 환자의 재활 진행 시 체중지지에 문제 없도록 과학적으로 시공됩니다.

재활 시스템으로 재활병원,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Walking Erect System
하네스

1

2

Walking Erect 하네스는
뒤쪽에 손잡이가 있어
환자케어가 용이합니다.

1,000여 곳 이상의 관련 구조물 설치(슬링, 보행 운동 시스템 등)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박영도 연구소장의 시공법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 시공됩니다.

3

턴 테이블
Walking Erect 턴테이블은
움직임이 부드럽게
설계되었습니다.

롤러브레이킹 본체
Walking Erect 롤러 브레이킹 본체는 3가지로 구성됩니다.
1.기본형 높이조절슬링+스프링슈벨 형
2. 천정이 낮을 때 사용하는 본체형
3. 보행운동과 슬링 운동이 가능한 형태
Walking Erect 롤러 본체는 어떤 위치에서도 브레이킹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설치, 시공 사례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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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O - 1000

연동상하지운동기

NEW DIMENSION
IN MOBILISATION AND
MANIPULATION TREATMENTS

인체는 고도의 첨단 기술을 특징으로 하며 매우 복잡한 기능과 독특한 개인적 특성을 결합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를 유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는 전문가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단

환자의 편안함과
탁월한 안정성

표준화되고
인체공학적

새로운
치료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

사용자의 체형에 맞춰 의자의 높낮이, 앞뒤 간격, 등받이 각도등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운동세기, 운동기 잠듬장치, 발판고정벨트, 낙상예방 안전벨트 및 회전조절 가능한 운동기구.
벨트타입 구동방식으로 진동및소음 적으며 실내운동에 적합한 기구임.

Features

Descriptions

• Size

610 x 1310 x 930mm

• Weight

80kg

• Weight Capacity

150kg

• 의자이동거리

0~300mm

• 의자높이

470 ~ 570 mm

• 의자회전범위

좌,우 90도 회전

* 낙상예방 안전벨트		
* 의자등받이각도		
* 의자 손잡이장착		
* 우레탄진공성형시트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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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디자인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기능의 매뉴얼 테이블

환자를 위한 우수한 치료 경험
15°

핀란드 전문가가 설계한 Manuthera 242 테이블은

Manuthera 242는 OMT, Osteopaths, Physical Therapists and Chiropractors 등

Manuthera 242는 편리하게 디자인된 인체공학적 프레임과 베드를 통해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치료사의 역할을 보조하고

다양한 의료인들의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위한 all-in-one 치료 테이블이다.

테이블 움직임은 척추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움직이므로 환자를 치료할때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환자를 위한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보장

테이블은 환자를 위해 견인, 굴곡, 측면 굴곡, 회전 등

테이블의 쉽고 부드러운 움직임은 긴장된 근육과 통증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3차원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정확한 Target치료가 가능하다.

테이블의 경사조절 기능은 테이블에 올라가기 힘든 환자를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테이블 디자인 및 모터시스템은 치료사의 움직임 공간을 인체공학적으로 적용시켜

이 기능은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테이블에 오르거나 내려올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3°

21,5°

치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만들 수 있다.
Max 40°

환자를 위한 최고의 기능

18°
18°

Thorax section

Lower body section

2개의 베드로 분리되어 좌우 굴곡과 3D 회전 가능
흉추 교정을 위한 최상의 도구

리엔더 테이블 기능
3D 움직임을 통한 골반 교정

Face Section

Foot section

경추의 수직, 측면의 3D
움직임을 통해 안전한
움직임 구현

테이블 기립시
발판으로 사용

+
_ 20°

18°
18°

Soft bed
인체공학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부드러운 소재
Drop function(option)
신개념 트랙션 드롭
(골반 교정이 용이)

Arm Section
높낮이와 측면 이동이 가능하고,
팔걸이 측면 부착가능

53°

Total lock supports

Knobs

32°

전면, 후면 토탈잠금시스템
각 섹션에 따라 테이블을
안정적으로 고정

사용하기 편리한 인체공학적 손잡이
원하는 위치로 움직임과 잠김 기능

Electronic Tilt up / Tilt down

Safety edge

중력기반 치료를 위한
전동식 경사조절 기능

모서리의 안전감지기능 장착
테이블 터치 시 정지

105 cm
49 cm

Manuthera 242 with synchronised lifting motors
Legs

Hi-Lo adjustment

Castors

수평조절이 가능한 발판

인체공학적 높낮이 조절 장치

이동성이 편리한 잠금식 캐스터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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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thera® 242 – for the advanced professional
Manuthera 242 is designed to support the therapist’s work in various ways:

■

Lojer Speed Pulley 80kg

• 시대를 초월한 핀란드 인체공학적 디자인
• Multi-traction과 3D 기능으로 다양한 치료가 가능
•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최적화된 전동 기능
• 각 분절에 따른 다양한 움직임 가능
• 최대의 치료효과를 위해 기능적으로 지원
•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테이블의 구조물과 베어링
• 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표면 소재
• 테이블 이동이 용이하게 설계
• 환자에게 쾌적한 치료환경 제공
Manuthera 242
Maximum width 54 cm

Manuthera 242
2

• Height adjustment (Hi-Lo) 49–105 cm

49–105cm

• Weight

170kg

• Tilt Down function (face section down)

Electronic

• Tilt Up function (face section up)

Electronic

• Lower body rotation

o

• Total lock function for upper body

o

• Total lock function for lower body

o

• Castors

2

• Safe working load (SWL)

150kg

• Lifting motors (push only*)

2

• Drop functions

Normal drop and traction drop

• Automatic anti-squeeze safety function

o

• Safety edge (movement stop)

o

• Adjustable legs and paws

o

• Safety lock functions

Automatic (2h)

• Lying surface

Soft moulded

• U-shaped face element

o

• Breathing hole cover

o

• Country of manufacture

Finland

Maximum length 190 cm

• Thorax section elements

■

Pulley Mobile Speed 50kg

* Motor push to lift, gravitational lowering

■

Pulley Lojer Speed 50kg

로저코리아와 네오텍은 동반회사 입니다.

www.lojerkorea.com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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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Lojer Speed Pulleys 로저 풀리의 특별한 운동법
몸통 회전, 런지 자세
테니스와 아이스하키와 같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으로 특히 복부 중심부근육을 위한 운동입니다.

• 운동을 하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고 회전 속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위치에서 정적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런지 자세로 운동을 하면 하체를 안정시키고 복부 중심부근육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지론다 로잉(Gironda-rowing)
이 운동은 유명한 보디빌더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등 근육운동에 좋습니다.

Pulley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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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스택에 많은 중량을 추가하고 빠른 템포로 움직일때 등쪽 근육의 확실한 운동을 느낄 것 입니다.
• 이 운동은 특히 도르래의 저항이 많을 때 몸을 움직이는 법도 가르칩니다.
• 주니어 선수들이 체력과 근력 훈련의 기초를 배우기 시작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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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_ 로저 풀리의 특별한 운동법

01 _ 로저 풀리의 특별한 운동법

복부운동 크런치

목과 경추 운동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복근 운동입니다.

정적 당기기를 사용하여 머리의 자세를 제어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운동은 예를 들어 목 부위의 외상이나 손상이 있는 환자들에겐 개별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 손으로 손잡이를 가볍게 잡은 채 복근의 움직임만으로 운동하세요.

• 풀리와 헤드 스트랩 액세서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빠르게 굽히고 천천히 돌아오기 등의 다양한 속도 변화를 통해 적절한 운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시작 위치와 방향을 사용하여 운동을 수정합니다.
• 준비가 되었을 때 가벼운 저항으로 시작하세요.

다리 펴기운동, 바로누운 자세

더 빅 푸시(The big push)

이 운동도 복부 중심부 근육들을 위한 훌륭한 운동방법 입니다.

훌륭한 전신 운동입니다.

•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관절을 움직이는 각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바닥에서부터 힘이 만들어진다는 관점의 운동입니다.

• 두 다리를 교차하여 펴세요.

• 테니스 스트로크 같은 약한 저항에 폭발적인 속도의 운동입니다.

• 당겨지는 저항의 속도와 다양성을 증가시켜 운동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힘은 골반과 몸통의 움직임을 동반한 하체에서 나옵니다.
• 좋은 리듬으로 운동하는것이 훌륭한 성과의 열쇠입니다.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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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Lojer Speed Pulleys

로저 풀리의 상지 운동법

02 _ 로저 풀리의 상지 운동법

어깨 회전 운동

회전 근개 근육 운동

이 운동은 어깨 수술 후 관절 가동범위를 증진하는데 매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동작의 속도에 따라, 이 운동은 많은 다른 목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구심성 운동으로 팔을 회전한 뒤 천천히 원심성 운동으로 돌아오는 동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로저 도르레 운동기의 저항은 고무밴드 운동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의 마지막 부분이 항상 가장 힘든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움직임의 범위 또한 더 작게 만듭니다.

• 도르레의 정적인 당김으로 인해 팔의 정상적이지만 다른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환자는 속도가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이 운동은 회전근개근의 근력을 높이는 데에 좋은 운동으로 다양한 시작 위치와 각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 이 운동은 매우 쉽게 수정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암 슬링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어깨 위로 팔을 사용하는 환자(예: 자동차 정비사, 배구 선수)에게 이것은 훌륭한 운동입니다.

• 풀리의 시작 저항은 0.5kg까지 같이 아주 작은 저항부터 설정할 수 있으므로 낮은 단계에서 부드럽고 쉽게 재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플라이오메트릭 특성을 훈련하기 위해 폭발적인 움직임과 함께 이 운동을 시도할 수 있지만 재활과정의 마지막 단계일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견인력을 가진 전면 상승 운동
이 운동은 환자의 어깨에 약간의 견인력을 제공하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 운동을 수행하는 동안 치료사의 손이 환자를 통제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크로스 컨트리 스키 운동
크로스 컨트리 스키 동작은 전신에 좋은 기본 운동입니다.

• 운동을 하는 동안 어깨뼈의 움직임이 제어되는 것을 주시하세요. 이 움직임의 힘은 온몸의 리듬있는 운동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몸을 채찍처럼 움직여 다리, 골반, 몸통을 지나 팔로 이어지도록 움직입니다.
• 웨이트 스택에 더 많은 무게를 추가함으로써 이 운동은 환자에게 정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복근과 팔로 손잡이를 아래쪽으로 당길 때 환자의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도록 합니다.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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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_ 로저 풀리의 상지 운동법

03 _ 로저 풀리의 하지 운동법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당기기/로잉하기 운동

런지 자세에서 뒤로 회전운동

데드리프트 자세에서 당기기/로잉하기 운동은 어깨 부위와 견갑골을 위한 훌륭한 기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방십자인대손상환자의 근력향상과 움직임조절을 위한 훌륭한 재활운동입니다.

• 팔, 복근 등 근육을 위한 훌륭한 강화 운동은 물론, 복부의 움직임 조절 운동에도 좋습니다.

•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의 체중은 왼쪽 다리에 있어야 합니다.
• 이런 종류의 운동을 하기 전에 다리와 신체의 나머지 부분의 정렬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03_Lojer Speed Pulleys 로저 풀리의 하지 운동법

• 템포와 속도를 추가하면 운동이 더 어려워지고 속도를 늦추면 운동이 쉬어집니다.
• 기본 스쿼트 운동을 할 수 있는 환자에게 이 운동을 수행 시켜야 합니다.

앉은 자세 무릎 펴기 운동

풀리를 정면에 두고 런지 자세에서 뒤로 회전 운동

이 운동은 무릎 수술 후 스쿼트를 할 수 없을 때 사두근 근육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런지 자세에서 뒤로 회전운동과 동일한 사항을 주의하세요.

• 정말 낮은 저항으로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근육 세포에서 더 많은 활동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이 운동은 스포츠에서 스틱과 라켓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 환자는 도르래를 마주보고 앉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하면 도르래가 무릎을 펴는 데 도움이 되어 더 많은 동작 범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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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_ 로저 풀리의 하지 운동법

03 _ 로저 풀리의 하지 운동법

몸통을 고정한채 지그재그 점프 운동

발목 범위 운동

무릎수술 후 3-4개월이 경과한 점프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위한 좋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다리를 서포트하는 운동입니다.

• 플라이오메트릭 특성을 띤 훌륭한 운동입니다.

• 발목뿐만 아니라 다리 모든 부분의 운동입니다.

• 운동을 수행하기 전에 환자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환자가 지지하는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운동을 통해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움직임과 자세의 조절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도르래에 부착된 다리를 모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 세트당 반복 횟수를 추가하면 운동이 더 어려워집니다.

• 환자가 지지하는 다리 뒤로 도르래에 부착된 다리를 가져오면 다른 근육들이 활성화됩니다.

• 웨이트 스택으로 부터 더 많은 저항을 받으면 운동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측면 방향으로의 이동 운동
측면방향의 운동을 계획할 때 한계는 없습니다.
다양한 달리기, 점프, 런지 자세에서 측면으로의 운동은 폭발적인 특징과 근력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스프린트, 점프 및 런지를 옆으로 수행하여 폭발적인 기능과 힘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작은 하키 선수들이 추가 훈련이나 재활을 할 때 좋은 운동입니다.
• 앞뒤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힘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NEO-TECH

20

NEO-Tech is... Creative, Med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create programs of active and active off-load exercises with adjusted resistance applied for patient’s individual need.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21

NEO-TECH

■

Mobile Speed Pulley

■

3-Section Bench

■

Angle Bench

규격
• Overall height

230cm (with 50kg weight stack)
216cm (with 80kg or 100kg weight stack)

• Width

26cm (with 50kg weight stack)
51cm (with 80 tai 100kg weight stack)

• Depth

24cm (with 50kg weight stack)
46cm (with 80 tai 100kg weight stack)

• Total weight

81kg (with 50kg weight stack)
154kg (with 80kg weight stack)
174kg (with 100kg weight stack)

• CE-marked

Yes

• Country of Manufacture

Finland

■

Lojer Speed Pulley

• 3-section Bench 뒷 부분 시트 90° 까지 조절가능.

• 앵글벤취는 운동치료 및 재활치료시 벤치와 함께 사용가능.

• 가볍고 견고한 벤치는 바퀴장착으로 쉽게 이동가능.

• 전면시트 -90° ± 30° 각도조절되며 뒷면시트 35° ± 27°조절가능.
• 가볍고 견고한 앵글벤취는 바퀴장착으로 쉽게 이동가능.

규격
• Overall height

230cm (with 50kg weight stack)
216cm (with 80kg or 100kg weight stack)

• Width

26cm (with 50kg weight stack)
51cm (with 80 tai 100kg weight stack)

• Depth

24cm (with 50kg weight stack)
46cm (with 80 tai 100kg weight stack)

• Total weight

81kg (with 50kg weight stack)
154kg (with 80kg weight stack)
174kg (with 100kg weight stack)

• CE-marked

Yes

• Country of Manufacture

Finland

* lojer pully는 기존 풀리보다 더 많은 운동및 치료방법으로 이동속도를 변경 치료효과 를 볼수있습니다.

■

풀리악세사리
A Handle (standard for Pulley, Speed Pulley and Mobile Speed Pulley) (R282H834)
B Padded Ankle/Wrist Band 25x8 cm (402020)
C Padded Thigh/Shoulder Band 55x8 cm (402021)
D Padded Waist Band 100x8 cm (402022)
E Rotation Band (402025)
F Support Bar to be Attached to Adjustment Bar (VH8083)
H Crossbar with Cord Wheel and Cord (15106)
1 Leather/Ankle Wrist Strap (402030)

■

2 Leather Waist Strap, Short (402031)

Vertical (Lat) Pull

3 Leather Waist Strap, Long (402032)
4 Leather Knee/Shoulder Strap (402033)

규격
• Overall height

228..298cm

• Width

51cm

• Depth

77cm

• Total weight

139kg (with 50kg weight stack)
169kg (with 80kg weight stack)

5 Multi purpose Strap (402034)
32x5 Short Ankle Strap (not in picture) (402029)
J Triceps Handle (13107)
K Rowing Handle (402024)
O Pulley Doubler (R282CW1440)
U MTT Training Glove (210050)

189kg (with 100kg weight stack)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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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3000 _The Leg Exercise Table

■ FT-100 _Trunk Rotary Motion Table
Features

•

전동식 각도 조절(Tilt)

•

좌식 모드에서 베드모드로 변환가능

•

틸팅 각도계 부착/고정용 스트랩 탈부착

•

등 시트 슬라이딩 기능

•

좌, 우 시트 좌식에서 입식모드로 개별 변환 가능

•

조작 및 자세변환이 매우 용이함

•

설치공간 최소
Features

Descriptions

• Size

1700mm(W) x 760mm(D) x 1190mm(H)

• Weight

8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Back Part : 960mm x 400mm x 50mm

전동 높낮이 기립 테이블

Features

Descriptions

•

Size

710mm(W) x 2010mm(D) x 540mm-1000mm(H)

•

Weight

10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1800mm×700mm×5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전동식 높낮이 조절 (Hi-Lo & Tilt) / 발판 각도조절 /

Seat Part : 270mm x 210m x 50mm

틸팅 각도계 부착 / 이동 및 고정가능 바퀴 / 이동 및 고정기능 캐스터 /

Leg Part : 240mm x 210mm x 50mm

높낮이 조절 팔걸이 및 작업테이블 (옵션)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체간운동기

Descriptions

•

Size

1160mm(W) x 660mm(D) x 790mm-1290mm(H)

•

Weight

6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Seat Part : 45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전동식 높이 조절/테이블 상판 좌,우 각도 회전 기능

•

시트 고정 및 회전 기능/시트 전,후 위치 조절 기능

•

사용자에 적합한 자세 유지를 위한 최적의 위치 설정 가능

NEO-TECH

■ GO-9000 _Electric Hi-Lo & Tilt Table

하지 운동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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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9000A _Electric Tilt Table

Features

전동 기립 테이블

■ GO-5500_Bo-bath Table

수직상승보바스테이블

Descriptions

•

Size

710mm(W)×2010mm(D)

•

Weight

85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1800mm×700mm×5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전동식 기립조절(Tilt) / 발판 각도조절 /
틸팅 각도계 부착 / 이동 및 고정기능 바퀴 / 이동 및 고정기능 캐스터 /
높낮이 조절 팔걸이 및 작업테이블 (옵션)

“지압 및 교정 치료 시 다양한 높이를 만들어 주는 전동보바스 테이블”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좀 더 다양한 각도의 자세와 치료를 받기 위해 고안된 제품.
수직 승하강 방식

Features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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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s

•

Size

1200mm(W)×2000mm(D)×450mm ~ 1100mm(H)

•

Weight

90Kg

•

Weight Capacity

150kg

•

Mattress Section

1200mm×2000mm×5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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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5700 _Bo-bath Table

보바스 테이블

■ GO-6000 _2 Section Bo-bath Table

2단 보바스 테이블

“지압 및 교정 치료시 다양한 각도와 높이를 만들어주는 전동보바스 테이블”
“지압 및 교정 치료 시 다양한 높이를 만들어 주는 전동보바스 테이블”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좀 더 다양한 각도의 자세와 치료를 받기 위해 고안된 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좀 더 다양한 각도의 자세와 치료를 받기 위해 고안된 제품.

품으로 등판 시트 부분의 모터에 의한 각도조절로 편리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회전 승하강 방식

회전 승하강 방식
Features

Features

Descriptions

Descriptions

•

Size

1200mm(W)×2100mm(D)×450mm~900mm(H)

•

Size

1200mm(W)×2000mm(D)×450mm ~ 900mm(H)

•

Weight

130Kg

•

Weight

90Kg

•

Weight Capacity

150kg

•

Weight Capacity

150kg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750mm×1200mm×50mm

•

Mattress Section

1200mm×2000mm×5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Mains Connection

220V/60Hz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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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ART : 1400mm×1200mm×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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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4000R _Treatment Bed

www.neotech21.co.kr

치료 테이블
수기 지압, 교정 치료를 할 때 다양한 각도와 높이를 만들어 주는 전동 물리치료 테이블
•

공압식 스프링에 연결된 핸들을 누른 채 쿠션을 위로 올린 후 핸들을
놓으면 자동으로 각 섹션이 고정됨.

•

Head part : 상하각도조절 (+15˚~ -50˚) 엎드렸을 때 편안하도록 두개의
팔받침 장착

•

Middle part : Drainage 및 Trendelenburg 포지션으로 조절이 가능함.

•

Foot part : 65˚까지 세워짐. 환자가 앉아 있을때 머리와 어깨를 최적으로 받쳐 줌.

Features

Descriptions

•

Size

750mm(W)×2100mm(D)×520mm~965mm(H)

•

Weight

10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Top Section : 640mm×440mm×70mm
Mid Section : 750mm×510mm×70mm
Foot Section: 1030mm×750mm×70mm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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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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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4000 _Treatment Bed

■ GO-7700

치료 테이블

Treatment Table

치료테이블

진료위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며 하나의 장비로 다기능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치료 테이블입니다.
탁월한 각도조절 기능은 사용자의 안정적인 자세와 진료시 용이한 위치를 제공합니다.
*대중적이고 종합 기능의 치료 테이블로 견고하고 새로운 디자인은 잔 고장없이 오랜시간 사용을 보장합니다.
*진료시 편리성과 안정성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4단테이블로 다목적으로 사용할수 있고 피부, 성형외과 외 모든과 사용가능.
상하, 등판과 다리 또한 전동방식이고 시트 회전 가능한 테이블 입니다.
우레탄 성형 시트 장착으로 오염 및 세척이 탁월한 제품입니다.
수기 지압, 교정 치료를 할 때 다양한 각도와 높이를 만들어 주는 전동 물리치료 테이블
•

공압식 스프링에 연결된 핸들을 누른 채 쿠션을 위로 올린 후 핸들을 놓으면
자동으로 각 섹션이 고정됨.

Features

Manuthera 242

•

Head part : 상하각도조절 (+15° ~ -50°)

• *Size

1850mm×830×610mm ~ 900mm

•

Middle part : Drainage 및 Trendelenburg 포지션으로 조절이 가능함.

• Weight

86 kg

•

Foot part : 65˚까지 세워짐. 환자가 앉아 있을 때 머리와 어깨를 최적으로 받쳐 줌.

• Weight Capacity

120 kg

Features

Descriptions

•

Size

750mm(W)×2100mm(D)×520mm~965mm(H)

•

Weight

10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Top Section : 640mm×440mm×70mm

SEAT PART: 800mm×600mm×100mm
• Mattress Section

BACK PART: 500mm×600mm×100mm
FOOT PART: 440mm×600mm×100mm
TILTING : 0° ~ 10°

Mid Section : 750mm×510mm×70mm
Foot Section : 1030mm×750mm×70mm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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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NEO-Tech is... Creative, Med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create programs of active and active off-load exercises with adjusted resistance applied for patient’s individual need.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과 사출커버마감

• Mains Connection

220v/60Hz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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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2000 _Treatment Bed

■ GO-1000 _Treatment Bed

치료 테이블

치료 테이블

수기 지압, 교정 치료를 할 때 다양한 각도와 높이를 만들어 주는 전동 물리치료 테이블
•

공압식 스프링에 연결된 핸들을 누른 채 쿠션을 위로 올린 후 핸들을 
놓으면 자동으로 각 섹션이 고정됨.

•

Head part : 상하각도조절

(+15° ~ -50°) 엎드렸을 때 편안하도록
두개의 팔받침이 있음
수기 지압, 교정 치료를 할 때 다양한 각도와 높이를 만들어 주는 전동 물리치료 테이블
Features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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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s

•

Size

730mm(W)×2060mm(D)×520mm ~ 965mm(H)

Features

•

Weight

100Kg

•

Size

700mm(W)×1800mm(D)×520mm ~ 965mm(H)

•

Weight Capacity

120Kg

•

Weight

100Kg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420mm×640mm×70mm

•

Weight Capacity

120Kg

BACK PART : 1550mm×730mm×70mm

•

Mattress Section

1900mm×730mm×70mm

Descriptions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Mains Connection

220V/60Hz

NEO-Tech is... Creative, Med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create programs of active and active off-load exercises with adjusted resistance applied for patient’s individual need.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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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7000 _Treatment Bed

■ SO-1000 _Height Adjustable Standing Table

치료 테이블
Features

기립 훈련테이블

Descriptions

•

Size

750mm(W)×1950mm(D)×550mm ~ 900mm(H)

•

Weight

5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450mm×750mm×7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BACK PART : 750mm×1550mm×70mm

■ GO-7000A _Treatment Bed

우레탄 성형 시트

치료 테이블
Features

Descriptions

•

Size

700mm(W)×1800mm(D)×550mm ~ 900mm(H)

•

Weight

5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700mm×1800mm×7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Option (발걸이)

2모터 채택 (150mm) / 이동 및 고정이 용이한 캐스터 사용
고급원목 테이블 / 조절이 가능한 안전벨트
리모콘을 사용하여 손쉽게 작동 / 사용자의 키에 따라 높이조절 가능
상지 사용이 가능한 사람은 다른 도움없이 작동가능
등받이(BACKREST) 탈부착 기능 / 경사 기울기 - +20° ~ 100°
Features

Descriptions

•

Size

820mm(W)×910mm(D)×1050mm~1200mm(H)

•

Weight

7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Top Section : 220mm×230mm
Back Section: 100mm×500mm
Foot Section : 510mm×580mm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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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37

NEO-TECH

■ Wedge _ 웨지

■ GO-7000 E _Treatment Bed 치료 테이블 (3모터장착)
웨지 규격

치료에 있어 복합적이고 구현하기 힘든 자세를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종합 기능의 치료 테이블

590mm×710mm×130mm

로 견고하며 우아하고 새로운 디자인은 잔고장없이 수년간 사용을 보장합니다. 특히 진료시

590mm×710mm×180mm
590mm×710mm×230mm

정상적인 운동패턴에 따른 활동을 할수 있게 자세를 유지시켜 줍니다.
머리나 몸의 균형감각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의 앉은 자세를
지탱하는 도구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상기제품의 색상이 카다록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Descriptions

•

편리성과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Size

650mm×2030mm×50mm (L) 450mm~ (H) 950mm

•

Weight

80kg

치료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동형 보조 받침대는 위치변동과 상,하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Top Section: 650mm×400mm×50mm

제품 사용의 편리함을 현장에서 바로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구르기, 오르기, 내리기와 같은 활동에 이상적인 다용도 웨지 입니다.

Features

Mid Section: 650mm×600mm×50mm

3 섹션 부분의 각도조절이 용이한 전동 모터 장착으로 사용의 편리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안면부위의 호흡 홀(Breathing Hole)과 등파트의 각도 조절, 다리파트의 연동 각도
조절은 이제품의 최대 특징입니다.
최고급 우레탄 캐스터를 부착하여 소음이 없으며 철제 프레임은 매우 견고합니다.
매트는 고급 소재 사용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며 이동 및 고정이 간편합니다.

Foot Section: 650mm×960mm×50mm
•

Finishing

Urethane Poew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Mattress Section

Top Section: +20° ~ -85°
Mid Section: 0° ~ +40°
Foot Section: 0° ~ +70°
고정용 봉 탈부착및 이동가능

■ Roll _ 롤
롤 규격
61cm×15cm
91cm×20cm
91cm×25cm

구르고 흔드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훈련이나 신경발달 훈련용으로 적합합니다.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상기제품의 색상이 카다록이미지와 다를수 있습니다.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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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 100 _C-ARM Table
Features

•

Descriptions

•

Size

730mm(W)×2000mm(D)×630mm ~ 1030mm

•

Weight

80Kg

•

Weight Capacity

130K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의 치료 테이블로써 진료 및 시술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동 테이블
• 최고급 메모리 폼 스펀지 사용으로 장시간 누워 시술시

C-arm table 은 X-ray 촬영시 인체를 투시, 촬영할 때 사용되는
전동식 진료대

•

■ GO-8500 전동 진료 테이블

전동식 컬럼을 사용하여 작동 시 조용하며 간결한 디자인으로
C-arm 촬영시 걸림 부분 최소화 한 제품임.

환자의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테이블
• 3섹션 부분의 각도 조절이 용이한 모터 장착으로
사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한 테이블
• 고출력 모터 장착으로 높낮이 작동시 소음이 거의 없고
간결한 디자인과 고급화된 이미지의 테이블 등과 다리가 연동된
각도 조절은 이 제품의 최대 특징
• 헤드레스트 부분 공압식 쇼바 채택으로 각도 조절 가능
• 3모터 채택		
- 머리부분(HEAD) 각도 조절기능 (+25° ~ -70°)
- 등부분(BACK PART) 각도조절기능 (0° ~ 80°)
- 다리부분(FOOT PART) 각도조절 (0° ~ 55°)

Features

Descriptions

•

Size

800mm(W)×1900mm(D)×630mm~1030mm

•

Weight

80Kg

•

Weight Capacity

150K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GR-8000 _Treatment Bed

치료 테이블
복합적이고 종합 기능의 치료 테이블로써 진료시 편리성과 안정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3 섹션 부분의 완벽한 각도조절이 용이한 모터 장착으로 사용의 편리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등파트의 각도 조절, 다리파트의 연동 각도 조절은 이 제품의 최대
특징입니다.
•

3 모터 채택		

•

헤드레스트부분 쇼바방식

•

머리(HEAD)부분 각도 조절 기능(+15° ~ -50°)

•

등부분(BACK PART) 각도 조절 기능(+45° ~ 0°)

•

FOOT I PART부분 각도 조절 기능(+50° ~ 0°)

•

FOOT II PART부분은 수평으로 작동
Features

Descriptions

•

Size

750mm(W)×1800mm(D)×560mm ~ 960mm(H)

•

Weight

8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300mm×750mm×80mm
BACK PART : 450mm×750mm×80mm
FOOTⅠPART : 200mm×750mm×80mm
FOOTⅡPART : 780mm×750mm×80mm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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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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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7000E / GR-7000C _Treatment Bed
(3모터장착)

(1모터장착)

치료 테이블

Features

Descriptions

낮은 높이의 테이블은 사용의 편리함 및 안전성을 더합니다. 지압, 척추
교정, 기타 수기치료를 받을 때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치료용 테이블입니다.

Size

650mm(W)×2050mm(D)×480mm ~ 780mm(H)

•

Weight

75Kg

두툼한 쿠션의 테이블로서 장기간 사용시에도 편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

Weight Capacity

120Kg

의 소재인 인조피혁 재질을 사용하였습니다.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650mm×400mm×50mm

- 매트리스 색상, 규격 협의 가능

FOOT PART : 975mm×650mm×50mm

Features

매트 테이블

•

BACK PART : 650mm×605mm×50mm

■ GO-7200 _Treatment Bed

■ GO-700 _Mat Table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치료 테이블

Descriptions

Features

Descriptions

•

Size

2000mm(W)×1200mm(D)×450mm(H)

•

Weight

43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2000mm(W)×1200mm(D)×70mm(H)

•

Finishing

High quality artificial leather, Coating

■ NE - 700

거울형 종합 덤벨카트
크기별 아령 정리 쉽고 모래주머니 외 운동도구나 치료도구 등을
쉽게 정리 할수 있습니다.

•

Size

750mm(W)×2050mm(D)×530mm~810mm(H)

전신거울 부착으로 복합적인 운동효과 볼수있는 제품 입니다.

•

Weight

70Kg

Weight Capacity

120Kg

*재질: 자작나무

•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750mm x 750mm x 70mm
BACK PART : 750mm x 1200mm x 7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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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Descriptions

•

Size

945mm×495mm×1810mm

•

Weight

80kg

•

Weight Capacity

120kg

•

Finishing

자작나무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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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 800

■ 모래주머니

덤벨카트(목재형)
크기별 아령 정리 쉽고
모래주머니 외 운동도구나 치료도구 등을 보관할수있는 제품.
Features

•

발목 손목 중량밴드 (모래주머니)

•

0.5kg/1kg/2kg/3kg/4kg/5kg

•

제품구성: 2개 1set (1kg = 0.5kg x 2 두개한조)

Descriptions

•

Size

1170mm×630mm×1050mm

•

Weight

80kg

•

Weight Capacity

120kg

•

Finishing

미송

■ SMART-H _Portable-Medical Instrument
■ 네오프렌 컬러아령
•

네오프렌 코팅으로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컬러아령

•

0.5kg/1kg/1.5kg/2kg/3kg/4kg/5kg

•

제품구성: 2개 1set

•

직관적인 OLED
자체디스플레이를 통해 측정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

NON-SLIP 손잡이
악력 측정 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non-slip 소재사용

•

BLUETOOHE 기능

•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

Bluetooth 2.0 통신기반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과 연동
독자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SMART-H로 운동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록하여 꾸준한 관리가 가능
•

14가지 상지 측정 & 운동가능
14가지의 상지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가능

* 땀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네오프렌코팅 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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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rt-M _Smart motor Sytem
•

강직제어기능 - 환자의 강직 발생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이완되는 방향으로 반복 방향전환 기능

•

간편한 조작, 치료효과 극대화 - 퀵스타트 및 간편 운동모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자동으로 속도를 변화시켜 치료 극대화

•

안심기능 강화 - 환자의 발이나 손이 장착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음

•

스마트 퀵 기능 - 스마트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시간 및 회전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여 운동효과를 극대화 하는 기능
Features

■ HBL-110 _Lift, electrically-powered

전동 상하지 운동기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휠체어, 침대, 화장실, 욕조 외
환자 이송 시 편리함을 주기 위한 이동식 리프트 기구입니다.

Descriptions

전동식 환자리프트

Features

Descriptions

•

사용전압

DC 24V

•

제품중량

38Kg

(상부프레임)

20Kg

(하부프레임)

18Kg

•

Size

570mm(W)×1120mm(D)×1280mm(H)

•

Weight

50Kg

•

Weight Capacity

100K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모터

12,000N

•

Mains Connection

DC 3V(AA Battery 2EA)

•

다리 모터

1,500N

•

리프트 높이(A)

1,325mm

•

리프트 길이(B)

1,130mm

•

모터장착 높이(C)

480mm

•

다리 높이(D)

112mm

•

다리틈 높이(E)

28mm

•

리프트 최대 높이(K)

1,940mm

•

리프트 최소 높이(L)

695mm

•

호이스트 가동 범위(M)

1,245mm

•

다리 최소폭(F)

570mm

•

다리 최대폭(G) / 모터 40mm

1,000mm

•

다리 최대폭(G) / 모터 50mm

1,130mm

■ LG-1000 _Gate Trainer

옵션 : 체중계 장착

탈부하 보행훈련기(환자리프트)

Features

Descriptions

•

Size

1200mm(W) x 1060mm(D) x 1700mm ~ 2200mm(H)

•

Weight

84Kg

•

Weight Capacity

120K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DC 24V/Rechargeable Battery

보행치료 동안에 상반신 체중 지지에 의해 신체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서
올바른 보행자세를 촉진시키는 보행보조 리프팅시스템
•
•

재활 초기에 적절한 걸음걸이 자세가 되도록함.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장비에 의해 떠받쳐지는 무게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의해 환자의 호전 상태 치료 경과를 점검할 수 있다.

•

트
 레드밀과 복합사용 시 트레드밀에서 익힌 감각을 지면 운동시에 그대로
이전시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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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로부터 곧장 직립 자세까지의 리프팅 기능.

•

리프팅시스템 : 충전식 밧데리에 의해 조절되는 전동 높이조절 시스템.

NEO-Tech is... Creative, Med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create programs of active and active off-load exercises with adjusted resistance applied for patient’s individual need.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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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2000 _Patient Standing Lift

기립훈련용 이송리프트

■ AS-4000(n) _Electric Kitchen Cabinet

싱크장
Features

환자 및 장애우 이동시 안전하고 수월하게 적은 인원으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Features

Descriptions

•

Size

510~660(W)×890(D)×1120~1700(H) - m/m

배터리의 충전시기 알림 기능 / 손잡이 각도 : 0°~100°

•

Weight

41Kg

발판 (300mm X 160mm) - 고무성분의 논슬립 테이프

•

Weight Capacity

120K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Stainless Material use

•

Mains Connection

DC24V, Rechargeable battery

배터리 방전시 하강기능 (동작중 배터리가 방전되어 핸드스위치가 동작이
안될 때 충전기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하강)

Descriptions

•

Upper Materia

MDF Panel (spec can be discussed)

•

size

1000cm×300cm×900cm×410cm
(spec can be discussed)

• Electric Cooktop (2 switch knobs)

built-in but (spec can be discussed)

•

Weight

80K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견고한 스틸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일부 규격은 주문자 사양에 따를 수 있음

•

환자의 체형에 따라 싱크장의 높이 조절이 가능함

•

모터의 내구성과 소음이 적어 사용상 편리함

•

휠체어 사용시 접근성 용이함

•

싱크장 내부 수납공간 주문 가능함

■ AS-3000(n) _Electric Kitchen Sink System

싱크대

Features
•

Upper Materia

Descriptions
Onyx Marble or higher quality material (spec can be discussed)
Faucet (spec can be discussed)

등받이 안전 벨트

Sinkball (spec can be discussed)
Splash protection onyx marble (spec can be discussed)
•

size

•

Electric Cooktop (2 switch knobs) built-in but (spec can be discussed)

(spec can be discussed)

•

Weight

120K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상판 및 씽크볼 제작으로 상판 높이의 간격이 매우 낮아 슬림한 디자인임

•

견고한

스틸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싱크대와 사이즈를 원하는 대로
조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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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체형에 따라 씽크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함

•

모터의 내구성과 소음이 작아 사용상 편리함

•

싱크대 수전구 주문 가능함 / 급배수설치 용이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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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1000(n) _Electric Bedpan
Features

전동좌변기

Descriptions

■ HB-702 _전동식 샤워트롤리

•

Materia

Ceramic or per order (spec can be discussed)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의 샤워보조장비로서 환자가

•

Size

1140cm×860cm ×1350mm Stroke 200mm

누운 상태로 샤워실로 이동하여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Weight

110Kg

•

Mains Connection

220V/60Hz

Features

Descriptions

•

본체

1920mm×760mm×500~750mm

본 제품은 전동방식으로 DC24V 배터리팩을 충전하여 사용하며 리모컨을

•

샤워매트

1750mm×550mm×230mm

이용하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베개

300mm×200mm×100mm

•

허용 중량

120Kg

관절의 문제로 인해 구부리거나 앉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전동좌변기
안전손잡이 / 높이확인 바(Bar)

■ AS-2000(n)_Electric Lavatoty
•

전동세면대

견고한 스틸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일부 규격은 주문자 사양에
따를 수 있음

•

환자의 체형에 따라 세면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함

•

모터의 내구성과 소음이 적어 사용상 편리함

•

휠체어 사용시 접근성 용이함 / 급배수 설치 용이
Features

Descriptions

•

Materia

Ceramic or per order (spec can be discussed)

•

size

550cm×630cm ×1550mm Stroke 200mm

•

Weight

75K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Specification

Mirror tilt to front (approx 10°) Soap tray

FRP 상판 적용

높낮이 조절용 엑츄에이터 및 리모컨

아크릴 소재가 아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상판을 제작하여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하여 전동 엑츄에이터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충전식배터리로 전원공급
(덴마크 Linak사)

Cup holder / Faucet / Mirror supporter

원터치 사이드레일
해제 시 한손으로 해제장치 해제가 가능하며,
잠금 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작동합니다.

본체 프레임 스텐(Stainless Steel)
소재로 제작되어 녹이 나지 않습니다.

자바라식 배수구
길이 조정이 가능한 자바라식
배수구를 적용하여 배수가 용이합니다.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Water Proof)
플라스틱과 스텐소재로 제작된 원터치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녹이 나지 않습니다.

NE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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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B-700 _유압식 샤워트롤리

■ SLB-2000(n) _Whirlpool Bath Tube

본 제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의 샤워보조장비로서 환자가

Features

누운 상태로 샤워실로 이동하여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Descriptions

•

본체

1920mm×770mm×450~750mm

본 제품의 높낮이 조절은 유압방식으로 페달을 밟으면 상승 또는 하강

•

샤워매트

1750mm×550mm×230mm

시켜 사용자가 편리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베개

300mm×200mm×100mm

•

허용 중량

120Kg

•

전동 높낮이 기능 사용자의 편안한 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

현재 물의 온도 표시 기능 현재 물의 온도를 자동으로 표시 합니다.

•

월풀 마사지 기능 혈액순환 개선, 마사지 효과 등으로 목욕 시 만족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급배수 기능 배출구가 2개씩 있기 때문에 빠른 배수가 가능합니다.

전동 높낮이 욕조

FRP 상판 적용
아크릴 소재가 아닌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성형하여
상판을 제작하여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습니다.

원터치 사이드레일
해제 시 한손으로 해제장치 해제가 가능하며,
잠금 시에는 자동으로 잠금장치가 작동합니다.

본체 프레임 스텐(Stainless Steel)

Features
•

소재로 제작되어 녹이 나지 않습니다.

Size (Exterior)
(Interior)

Descriptions
820mm(W)×1890mm(D)×680 ~ 980mm(H)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한국인의 체형에 가장 적합한 욕조 시스템

600mm(W)×1450mm(D)×400mm(H)

목욕을 하는 노인, 장애우가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

Weight

170Kg

•

Bath Capacity

345 LITER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Wood

•

Mains Connection

220V/60Hz

목욕을 돕는 도우미가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바라식 배수구
길이 조정이 가능한 자바라식
배수구를 적용하여 배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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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낮이 조절용 유압실린더

5인치 원터치 잠금 바퀴 (Water Proof)

페달을 밟아 유압실린더로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플라스틱과 스텐소재로 제작된 원터치 잠금 바퀴를
적용하여 녹이 나지 않습니다.

NEO-Tech is... Creative, Med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create programs of active and active off-load exercises with adjusted resistance applied for patient’s individual need.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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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2000(n) _Shower Lift

샤워 리프트

전동 높낮이 욕조와 한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승 하강 및 입욕을 위한 이동 및 입욕시
의 편리성을 구현한 제품으로 소형이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전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직 승하강형 Frame 샤워받침대의 앞과 뒤
경사각도를 +-35도 조절할 수 있어 샤워중이나 후의 배수관리가 편리합니다.
Features

Descriptions

•

Size

1830mm(W)×1100mm(D)×1130mm ~ 1530mm(H)

•

Weight

60Kg

•

Weight Capacity

100Kg

•

Mattress Section

BACK PART : 420mm×730mm×3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All Stainless Material

•

Mains Connection

24V RECHARGE BATTERY

■ NE - 770
•

11가지잠금치료도구

11개의 개별 파트 매일 사용하는 손의 광범위한 기능 능력유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업을 훈련을 통하여 힘의 강도와 섬세한
운동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하드웨어와 밀접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어 럭,버튼잠금장치, 자물쇠 등11가지잠금장치 구성되어 있습니다.
Features

Descriptions

•

Size

530mm×250mm×310mm

•

Weight

7Kg

FOOT PART : 420mm×1000mm×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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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 - 350_Manipulation Board
•

일상생활 수작업 트레이닝보드

NEW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반복훈련하는 기구.

도어체인, 전기플러그, 수도꼭지, 열쇠잠금장치 등
벽부착 및 책상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 포함
Features

■ FT-2000(n) _Electric Hi-Lo Occupation Table 전동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입니다.

•

테이블 윗면에 여러가지 작업치료 기구를 올려 놓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

기존
 전동작업치료 테이블 보다 더 낮게 더 높게 사용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Descriptions

•

Size

400mm×230mm(다리받침)×815mm

Features

•

Weight

9Kg

•

Size

1100mm(W)×1700mm(D)×560 ~ 1180mm(H)

•

Weight

45kg

•

Weight Capacity

100K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Descriptions

❖ 실제 제품은 카다로그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NE-780
■ NE - 250

박스앤블럭 테스트

NEW

•

5가지색상 각30개 총 150개 블록(나무블럭 색상 변경될수 있습니다)

•

2.5cm(1 inch)블록이 150개 들어 있고 색상이 화려한 나무재질로 된 블록입니다.

•

박스 안에 있는 150개의 블록은 모두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하였으므로 작업치료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죽손잡이 장착으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느낌으로 이동시 편안한 감촉

•

빠르고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스톱 워치는 상기 이미지의 제품과 다르며, 모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무블럭 색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Features

스케이드보드
• 관절가동역 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재활운동용 암 스케이트입니다.
• 벨크로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어서 운동을 시행할 때에 팔을 안정되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 4 개의 바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Size : 150mm(W)x 300mm(D) x 80mm(H)

Descriptions

•

Size

250mm×250mm×180mm

•

Weight

5Kg

■ NE-750_Adjustable Benches

높이 조절용벤취

본 벤치는 안장의 경사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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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세 가지 크기의 제품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Small : 270 x 670 cm / 높이조절 : 190cm ~ 270cm 4칸조절

•

Large : 350 x 800 cm / 높이조절 : 300cm ~ 450cm 7칸조절

•

X-Large : 350 x 800 cm / 높이조절 : 450cm ~ 600cm 7칸조절

Bravo! Your Life 당신의 보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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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100 _Parallel (Walking) Bars

■ 밸런스운동짐볼

보행운동기

평행보행 운동기로서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판과 높이 조절 및 좌, 우 간격

• 제품안의 균일한 공기흐름으로 신체밸런스 및 똑바른 자세를 유지시키는 운동용품

조절이 가능. 미끄러짐을 방지 할 수 있는 논슬립 테이프를 처리.
Features

• 밸런스짐볼 55cm / 65cm
• 품명 : 밸런스운동짐볼

Descriptions

•

Size

800mm(W)×3000mm(D)×670~1030mm(H)

•

Weight

72Kg

•

Weight Capacity

150Kg

•

Size of Base Hard Wood 800mm×3000mm

•

Finishing

• 재질 : PVC
• 볼사이즈 : 볼지름 55cm / 65cm

Coating, Non-Slip Tape (rubber material)

■ PT-110 _Electric Parallel Bars 전동식 보행운동기

■ 밸런스디스크(에어쿠션)

평행보행 운동기로서 기본에 충실한 베이스판과 전동높이 조절 및 좌, 우

• 제품안의 균일한 공기흐름으로 신체밸런스 및 똑바른 자세를 유지시키는 운동용품

간격 조절이 가능. 미끄러짐을 방지 할 수 있는 논슬립 테이프를 처리.
Features

• 양면모두사용가능
• 지름 : 32cm

Descriptions

•

Size

800mm(W)×3000mm(D)×670mm~1030mm(H)

•

Weight

72Kg

•

Weight Capacity

150Kg

•

Mains Connection

220V/60Hz

•

Finishing

Coating, Non-Slip Tape (rubber material)

■ PT-200(n) _Corner Stair

• 높이 : 8cm

■ 반원형돔볼

코너 계단 훈련기

• 바닥에 6개의 고무패킹이 있어 모든 지면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 제품안의 균일한 공기흐름으로 신체밸런스 및 똑바른 자세를 유지시키는 운동용품
• 양쪽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행훈련 및 치료를 위한 “ㄱ”자형계단
미끄러짐을 방지 할 수 있는 논슬립 테이프를 처리.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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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62
• 높이 22

Descriptions

•

Size

780mm(W)×1450 ~ 2490mm(D)×1250mm(H)

•

Weight

70Kg

•

Weight Capacity

120Kg

•

Finishing

Coating, Non-Slip Tape (rubber material)

NEO-Tech is... Creative, Medical System!! It is possible to quickly create programs of active and active off-load exercises with adjusted resistance applied for patient’s individual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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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850 _이단 수평볼트보드

■ NE-150 _ 견관절 운동기

•

싱지 및 손가락의 근력과 미세동작, 손가락 운동치료시 사용

•

어깨관절의 가동범위와 힘을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기구.

•

Size : 300×180×100mm

•

뒤에 있는 나무막대로 높이를 조절하면 좀 더 힘든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

나무재질 : 자작합판

•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게를 추가하면 됩니다.

•

2단 7종 볼트

•

모든 연령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게가 가볍고 이동이 용이합니다.

•

1단 14종 볼트

•

보드크기 : 47 x 60cm

•

막대크기 : 73cm

■ NE-100 _Incline Board
•

테이블 위에 설치된 나무로 된 기울임 보드는 다양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

•

견관절 신전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한쪽만 사용해도 되고 양쪽을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다.

•

무게는 환자에 따라 상자안에 넣어 사용하면 됩니다.

■ NE-300 _Stacking Cones

목재 경사판 운동기

■ NE-200 _Standard Activity Boards

상지 훈련용 받침보드

•

아크릴 재질로 되어있고 쉽게 잡을 수 있는 원통꼬깔모형이다.

•

다양하고 투명한 색상.

•

여러가지 색상으로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길러줌

콘쌓기

■ NE-500 _ 높이가 다른 페그보드

•

높낮이 조절가능

•

페그보드나 그 외 작업치료 도구를 사용할수 있음.

• 눈과 손의 협응성, 공간감, 손 기능 훈련도구

•

조절가능한 고정대가 장착되어 있어서 작업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 줌

• 눈과 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혐응력을 향상시켜 주는 도구

•

목재와 금속으로 제작된 조임쇠와 수평으로 형성된 홈을 이용하여 작업물을

• 6종류

크기의 페그는 크기별 색상이 다르므로 크기와 깊이에 대한 

(15°~75°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므로 치료 도구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음)

안정되게 배치할 수 있는제품

인지 훈련에 도움을 준다.
• Size: 25 x 30 cm
• 페그수량: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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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600 _ 공간 감각 훈련 적목꽂이
•
•

■ GO-800 _Steel Aid Table
높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은 사용의 편리함 및 안전성을 더합니다.
지압, 기타 수기치료를 받을 때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치료용 테이블입니다.
- 규격 협의 가능

눈과 손의 협응성, 공간감, 손 기능 훈련을 위한 적목꽂기 도구
구멍이 뚫린 투명 아크릴 판과 홈이 파인 목재의 이중 보드로 구성된 
공간감 훈련도구

•

일정한 크기에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적목은 수 개념 훈련에 
Features

활용할 수 있음
•

철재 보조테이블

눈과 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혐응력을 향상시켜 주는 도구

• Size : 28 x 28 cm
• 적목종류 : 빨간색, 초록색 두 종류

■ NE-400 _Finger Prehension Task
•

상하의 나무판에 고정된 나사못에 나사를 돌리는 제품

•

손의

협응력을 증진시키고 손가락으로 집어서 돌리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Size

800mm(W)×400mm(D)×850mm(H)

•

Weight

7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800mm(W)×400mm(D)×50mm(H)

•

Finishing

HIGH QUALITY MATERIAL LUMBER

■ PT-600(n) _Q-Board
볼트돌리기

돌리는

동작으로 손가락의 힘과 기민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줌

•

내구성이

좋아 수년간 사용할 수 있다.

발목 훈련기

족관절 교정 및 근력향상으로 족관절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벽에 기대어 기립이나 낮은 자세에서 발목범위까지 활동운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훈련을 하는 제품
•

Descriptions

•

Descriptions

•

Size

300mm(W)×900mm(D)×65mm ~ 300mm(H)

•

Weight

10Kg

•

Weight Capacity

100Kg

•

Finishing

Coating

■ PT-300(n) _ 자세 교정용 발판세트
•

자세교정과 조절 및 걷기 훈련에 사용하는 발판

•

걷기, 계단오르기 등의 훈련효과

•

미끄럼 방지 테잎으로 밀리지 않음

•

보관시 4개의 발판을 한군데 포개서 쉽게 보관할 수 있음

1단 : 250mm x 300mm x 50mm
2단 : 300mm x 380mm x 100mm
3단 : 350mm x 450mm x 150mm

■ PT-500(n) _Stall Bars
Features

사다리 훈련기

Descriptions

•

Size

900mm(W)×240mm(D) ×2200mm(H)

•

Weight

30Kg

•

Weight Capacity

120Kg

•

Finishing

Coating

4단 : 400mm x 540mm x 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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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900(n) _Reform Mirror

전신 자세 교정 거울

■ NT-1000 _Examination Table

진료 테이블

신체의 기울어진 자세를 거울에 그어진 눈금에 의하여 쉽게 교정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이동이 편리한 캐스터의 부착으로 쉽게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Features

Descriptions

•

Size

400mm(W) ×760mm(D)×1860mm(H)

•

Weight

24Kg

•

Weight Capacity

100Kg

•

Finishing

Coating

Features

■ NE-900 _ 보조의자 (흑오발)
Features

Descriptions

•

Size

380mm×470mm

•

Weight

10kg

•

Weight Capacity

120Kg

•

Finishing

고품질합성수지
간편한 상하조절 기능

Descriptions

•

Size

710mm(W)×1820mm(D)×540mm~980mm(H)

•

Weight

75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700mm×1800mm×7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치료시 편리성과 안전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Mains Connection

220V/60Hz

❖ Option : ❶ 사이드레일 ❷ 전기매트(온열기능) ❸ 안면부 호흡홀

■ NT-2000 _Examination Table

진료 테이블

■ NE-950 _ 보조의자 (링오발)
Features

Descriptions

•

Size

380mm×470mm

•

Weight

10kg

기본적인 진료대 기능에 충실하며 추가로 등시트파트의 각도조절 기능으로 한층 더

•

Weight Capacity

120Kg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

Finishing

고품질합성수지

등부분(BACK PART) 각도 조절 기능 (0˚ ~ +80˚) - 전동방식

간편한 상하조절 기능

Features

Descriptions

•

Size

710mm(W)×1900mm(D)×540 ~ 980mm(H)

•

Weight

82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710mm×750mm×70mm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Mains Connection

220V/60Hz

BACK PART : 710mm×1150mm×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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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1010 _Examination Table

진료 테이블

■ PT-230 _Aluminium Portable Massage Table
Features

Features

알루미늄 이동식 접이 테이블

Descriptions

•

Size

1850mm(W)×710mm(D)×620~900mm(H)

•

Weight

16Kg

•

Color

Navy blue

Descriptions

•

Size

700mm(W)×1940mm(D)×540mm ~ 980mm(H)

•

Weight

75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HEAD PART : 700mm×620mm×70mm
BACK PART : 700mm×1200mm×70mm

다양한 각도의 치료 및 진료가 필요한 병원에서 활용이 많은 제품으로 상판의 추가 구성으로 장시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Mains Connection

220V/60Hz

간 진료받는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여 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

■ GO-200 _Massage Table

❖ Option : ❶ 사이드레일 ❷ 전기매트(온열기능) ❸ 안면부 호흡홀

■ Ball Rack _ 볼랙
맛사지 테이블

❖ Option : ❶ 전기매트(온열기능) ❷ 안면부 호흡홀
❖ 사용자 규격에 맞게 주문제작가능
Features

Descriptions

•

Size

1800mm(W)×700mm(D)×670mm(H)

•

Weight

30Kg

•

Weight Capacity

120Kg

•

Mattress Section

1800mm×700mm×70mm

Features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

Size

1440mm(W)×480mm(D)×1700mm(H)

•

Weight

15Kg

•

Finishing

Urethane Powder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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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용 볼을 보관하기 위한 이동형 랙
D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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