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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Generation One-piece Color Roller Skate

기다려왔던 렌탈전용 

원피스 레인보우 롤러스케이트



원피스 레인보우 롤러스케이트

회 사 명 : 주안메이크

브랜드명 : 원피스 레인보우 롤러스케이트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1동 410호

휴 대 폰 : 010-2337-5263

팩    스  : 0505-337-5263 

이 메 일 : hyc1042@nate.com

밴드/블로그 : 레인보우 롤러스케이트

회사개요



-. 롤러장 및 개인 롤러 판매

-. 롤러장비 일체  

-. 롤러장 창업 및 컨설팅

-. 롤러 용품 및 기타

-. 롤러 잡지 제작

사업내용



● 첨단 바이오 소재로 세균 과 악취방지

● 가벼우면서 발목까지 
  보호하는 안전한 유니보드 부츠

●  마모가 적고 정지가 
  부드러운 스토퍼

● 일체형 제작으로 
  뛰어난 내구성

● 충격 완화용 바퀴

● 실버 스피드 베어링

제품개요_부품안내
●  첨단 바이오 소재로 통기성이 좋고 세균과 
   악취 차단이 탁월, 분리형으로 세척까지 가능한 
   위생적인 라이어 신발



제품개요_특징설명

일체형의 튼튼한 내구성
신발과 바퀴의 일체형 구조로 액션볼트를 항상 조여야 하는 문제를 해결 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 별도의 유지·관리
가 필요 없습니다.

독특한 설계의 탁월한 통기성
통풍이 잘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 발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땀이 차지 않으며, 첨단바이오 소재
로 세균과 악취를 차단 시켜 줍니다.

발목을 보호하는 안전성
일체형 부츠는 초보자들의 발목을 완전히 감싸주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목 부상을 미연에 방지해 줍니다.

부드러운 주행성능과 제동력
실버스피드 베어링과 충격방지용 바퀴를 사용해 조용하며 토션빔 기능의 매우 부드럽고 안전한 코너링으로 부드러
운 스케이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모가 적은  스토퍼는 정지 시 안전하고 매우 부드럽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적응  
가볍고 발이 편해서 어린아이와 여성, 어르신들까지 롤러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쉽게 적응하실 수 있으며 특히, 인라
인스케이트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토션 빔 (torsion beam) 
토션빔은 좌우의 트레일링 축을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롤러스케이트가 롤딩할 때에, 롤러스케이트의 회전각이 좌우로 
달라지므로, 그것을 흡수하여 자유롭고 편안하게 롤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토션 빔의 역할이다.



제품구성_색상 및 종류

Orange   High Top
Size : 210~220mm

Red   Low Top
Size : 290~300mm

Green   Low Top
Size : 270~280mm

Yellow   High Top
Size : 170~200mm

Blue   High Top
Size : 230~240mm

Navy   High Top
Size : 250~260mm



제품구성_재고현황

종목 색상 사이즈

500 (125 box) 460 (115 box) 400 (100 box) 360 (90 box) 300 (75 box) 260 (65 box) 200 (50 box)

box 수량 box 수량 box 수량 box 수량 box 수량 box 수량 box 수량

하이탑   
(신소재)

엘로우 170~200 15 60 13 52 10 40 8 32 6 24 5 20 4 16

오렌지 210~220 25 100 23 92 20 80 19 76 16 64 14 56 12 48

블루 230~240 32 128 30 120 27 108 25 100 23 92 21 84 18 72

남색 250~260 27 108 25 100 22 88 20 80 16 64 13 52 8 32

로우탑
(신소재)

그린 270~280 23 92 21 84 18 72 16 64 13 52 11 44 7 28

퍼플 290~300 3 12 3 12 3 12 2 8 1 4 1 4 1 4

총 박스 (수량) 125 500 115 460 100 400 90 360 75 300 65 260 50 200

Style : High Top
Color : Yellow
Size : 170~200mm

Style : High Top
Color : Orange
Size : 210~220mm

Style : High Top
Color : Blue
Size : 230~240mm

Style : High Top
Color : Navy   
Size : 250~260mm

Style : Low Top
Color : Green
Size : 270~280mm

Style : Low Top
Color : Red
Size : 290~300mm



사진제공 - 인덕원 롤짱 롤러스케이트장

판매현황_현재 사용중인 롤러장

    원피스 레인보우 롤러스케이트 사용 업체
• 롤짱 롤러스케이트장(인덕원)

• 롤러클럽 본점(안양)

• 롤러클럽 1호점(서울 남가좌동)



부대사업_롤러잡지 발간 추진

    롤러스케이트 잡지 발간 계획

• 발간목적 _ 롤러스케이트장 활성화 및 롤러 대중화에 기여

• 내용구성 _ 전국 롤러스케이트장 소개 및 관련업체 광고, 롤러스케이트 소개

• 발간방법 

      2018년 초 : 창간호 발간 (약2만부 인쇄 및 배포), 분기별 발간(4회 예정)

      2019년 부터 : 격월지로 발간 

• 잡지개요 (가칭_"롤러랑 놀자")

      규격  : 16절

      지면 : 80~100페이지

      색상 : 풀컬러인쇄



감사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1동 410호
 F    0505-337-5263       E  hyc1042@nate.com
M   010-2337-5263       Band/Blog  레인보우 롤러스케이트

수입 / 판매원 - 주안메이크  

롤러스케이트장 창업컨설팅 및 용품 도·소매

일체형으로 내구성과 유지보수가 거의 없는

원피스 레인보우 롤러스케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