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흠집방지
7211 도어철봉 720~1100mm / 28.3~43.3 inch

철봉 1개, 설명서, 육각 렌치  / Pull-up bar, Manual 

스틸, 폴리우레탄 / Steel, PU

중국(OEM) / China (OEM)

이고진 흠집방지 7211 도어철봉은 200KG을 견디는 두꺼운 1.5T 프레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대형 우레탄 지지대,
그리고 자사에서 개발한 안전한 풀림 방지 장치와 손바닥 통증을 최소화한 그립감이 좋은 미끄럼 방지 스펀지가 적용되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GOJIN 7211 Doorway Pull-up bar's 1.5T Thick Frame bears up to 440 lbs.
Provides safe exericse with ergonomic urethane support, anti-loose device and non-slip sp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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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Product Feature]

손잡이 스펀지  Grip Sponge

풀림 방지 장치  Anti-loose device

우레탄 지지대(흠집방지)  Urethane Support (non-scratch)

최소 720mm ~ 최대 1100mm   Min 28.3 ~ Max 43.3 (inch)

D O O R  G Y M  B A R

중간 스펀지  Middle Sponge

1.5T 프레임
1.5T Frame

사용설명서 MANUAL

● 본 설명서의 내용은 상품사양 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의 그림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의 외관 및 사양은 상품의 성능 개선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roduct feature and appearance may be changed without notice

  for product improvement purposes or other reasons
● Image may be differ with the real product

상품 문의 및 고객상담 전화

1544-6312
카카오톡(@이고진SVC)

네이버톡톡(egojin1)

상품 사용전, 사용방법을 확인하세요!
Please check video before use!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품정보 및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 QR Code with your deivces

or check instructions at egojinsvc.com

WWW.EGOJIN.COM

특허 출원 제10-2020-0044568호
Patent # 10-2020-0044568 

   (특허 출원 제10-2020-0044568호)

(Patent # 10-2020-0044568 )

NON-SCRATCH 7211 PULL UP BAR

풀림 방지 장치
Anti-loose device

흠집방지-우레탄 지지대
Non-Scratch Urethane Support

미끄럼 방지 스펀지
Non-slip Sponge

2개의 풀림 방지 볼트가 추가되어

어느 방향(풀림 방향, 잠김 방향)으로

운동해도 풀리는 걱정이 없는

안전한 철봉입니다.

Have two anti-loose bolts on sides,

can exercise with any direction

하중을 안전하게 견디어 내는 구조의 

대형 우레탄 지지대는 우수한 

압착력으로 흔들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rge Urathane support bears 

weight safely with high absorption.

Provides stable exercise without 

shaking

1.5T 두께의 더욱 튼튼해진 철봉 

프레임으로 안전하게 철봉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Safer exercise with 1.5T Thick  and 
strong frame.

손바닥을 보호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5mm 두께의 스펀지가 적용되어 

그립이 편안합니다.

5mm thickness non-slip sponge

protects your hand



설치시 주의사항  [CAUTIONS]

철봉 설치 방법  [How to install]

철봉 설치 시 운동하실 방향이 스티커의 + 쪽이 아래 방향으로 된 상태로 설치하셔야 운동 시 철봉이 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철봉의 양 끝 패드 부분을 "-" 방향으로 돌려 길이를 늘려줍니다.
To prevent loose of the bar, please install with sticker's '+' to face downward.
Turn the each edge's pad part to '+' direction to extend length.

설치 후 양쪽 풀림 방지 나사를 조여줍니다.
Tighten the anti-loose screws in both sides.

철봉용 설치는 사용자의 키보다 약 20cm 이상 높은 곳에 
수평으로 설치하세요.
Please install the bar 8 inch higher than user's height. 
And install horizontally.

tip

윗몸 일으키기용 설치는 하단에 발이 들어갈 높이만큼 띄운 후 
수평으로 설치하세요.
For Sit-up purpose, make enough space for your
feet in the bottom. And install horizontally.

tip

설치 후 꽉 조여 주시면 풀리지  않습니다.
Please firmly tighten product after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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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봉 설치 시 운동하실 방향이 스티커의 + 쪽이 아래 방향으로 된 상태로 설치하셔야 운동 시 철봉이 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문틀 너비에 철봉을 대략 맞추어 고정한 후, 최대한 철봉이 늘어날 수 있을때까지 돌립니다.
To prevent loose of the bar, please install with sticker's '+' to face downward.
Fix the bar between doorway and extend it as firmly until it a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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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손으로 중간 철봉을 잡고 다른 손으로 철봉 끝을 

스티커의 "-"방향으로 돌려서 철봉을 늘려줍니다.

Hold the middle part of the bar and rotate the edge
of the bar to '-' direction to extend.

패드 설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 위로
향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시 패드 부분이
돌아갈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Pad installation have
to be installed with 
arrow direction 
to face up.
Pad part can be rotated
so please ensure it is in 
right direction before
exercising.

우레탄패드
Urethane Pad

D O O R  G Y M  B A R
- 반드시 단단한 나무 문틀에만 설치하세요!
    Please install between Strong Doorways

- 철봉은 반드시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Pull Up Bar must maintain horizontal

- 안전을 위해 철봉은 반드시 최대한 조여 주십시오.
    Please fix the bar tightly

- 사용시 조여지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더욱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It can be more stabilized if used with "+" direction

- 사용할 때마다 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후 다시 고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Please check again in every uses whether it is untightened or not

- 철봉의 안전길이를 꼭 확인하고 설치하세요.
    Please check pull up bar's safety length before installation

- 도립기 등과 사용시 스펀지 부분이 찍히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Use with inversion table may cause damage on product so please be careful when using

이외 다른 장소에서 사용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stallation in other places can be untsafe.

수평을 유지하지 않으면 철봉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If it's not horizontal, bar can be slipped or fall.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여 주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x the bar until it doesn't move.

스티커의 + 방향이 아래 방향으로 가도록 설치 후 손잡이 스폰지를 
돌리면 길이가 늘어나 문틀에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Turn the grip sponge to make '+' direction of the sticker to face 
downwards. You can extend the bar and tightly fix it to the doorways.

반대로, 윗 t방향으로 돌리면 길이가 줄어
문틀에 고정되어 있던 철봉을 풀 수 있습니다.

In opposite, if you turn counter-clockwise,
you can unfix the bar.

[      ]x[      ]

운동시 하중에 의해 더 단단하게 밀착되는 구조입니다.
Sticks stronger with your weight, during exercise.

화살표 표시가 패드의 뒤면에 있습니다.
Arrow symbol is on the back side of the pad.

흠집방지
7211 도어철봉

사용설명서 MANUAL

NON-SCRATCH 7211 PULL UP BAR

철봉이 늘어나
벽에 밀착됩니다.

고정 후

스펀지를
+방향(아래)으로

돌리면

철봉을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방향(위)으로 돌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