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런스보드의 효과
밸런스보드는 균형감각 및 자세 교정에 효과적인 상품입니다.

단순히 발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중심을 위해

자연스럽게 힘을 주게 되어 근력운동이 가능하며, 자세의 변환에

따라 운동 부위가 달라져 다양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이고진 밸런스보드는 일반 시중의 상부만 사용가능한

상품과 달리 뒷면까지 라운딩처리를 하여 더욱 많은 운동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끄러짐을 최소화한 미끄럼방지 발판과

고품질 ABS 소재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적용모델 : 밸런스보드

밸런스보드
사용설명서

397(L) * 397(W) * 98(H)

밸런스보드, 설명서

PP+TPE

1.45kg

150kg (안전하중:120kg)

중국(OEM)

사이즈(mm)

구성품

재질

중량

최대 허용하중

제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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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업그레이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 문의 및 고객상담 전화

1544-6312
카카오톡(@이고진SVC)
네이버톡톡(egojin1)

뒷면 라운딩 처리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발판

www.egojin.com

상품 사용전,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양한 운동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lance board

밸런스보드는 상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중심을 잡는 운동용품입니다.

밸런스가 무너지면 위험하오니 벽에 손을 짚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세요. 푹신한 매트를 깔고 사용하면 더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1. 무리한 운동을 피하십시오.(근육통 등 신체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2. 어린아이가 사용 시에는 보호자 보호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상품에 이상이 있을 시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권장 사용방법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 전 사용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풀 플랭크 (Full Plank) 싱글 레그 트라이셉스 딥스 (Single leg triceps dips)

스쿼트 (Squat) 브릿지 (Bridge)

런지 (Lunge) 베이직 스탠딩 (Basic Standing)

밸런스보드 운동방법 www.egoj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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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외관 및 사양은 상품의 성능 개선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 복부 및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하체 근육을 강화해 준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탄력을 주어 하체근력을 강화시켜 준다.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복근 및 허리가 강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밸런스운동이다.

척추 기립근 및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 힙업에 효과적이다.

몸의 자세를 바르고 곧게 만들어 주며, 매끈한 허리라인에 효과적이다. 팔 운동과 허벅지 운동이 동시에 되어 슬림한 바디 라인에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