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부 품 명 규 격 수 량

조립설명서
바운스핏 싯업

■ 본 상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 이 사용설명서에는 상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품의 외관 및 사양은 상품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의 명칭 및 상품정보

안전 주의사항 

상품 분해도 및 부속번호 · 부속교체 및 A/S를 위한 페이지 입니다.

·지진, 낙뢰, 풍수해 및 당사의 책임이외의 화재, 제3자에 의한 행위, 그외의 사고,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오용, 그외의 이상 조건에서의 사용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불능에서 오는 부수적인 손해(사업이익의 손실, 사업의 중단등)에 관해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사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면책사항에 대해서

판매/제조원 : 주식회사 이고진

고객센터 1544-6312
   운영시간 : 10:00 ~ 16:00(주말,공휴일 제외)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736번길 23

안전 주의사항

상품을 사용하는 동안 어린아이와 반려동물의 접근을 통제해 주세요.
·상품 사용중 접고 펼때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전 주변을 정리한 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상품 주변으로 최소 50cm 이상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조립을 하세요.
·주변이 어수선할 경우 부품식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치 전 꼭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2

운동하시기 전 반드시 상품상태를 확인 후 운동하세요.
·각 조절부의 조절레버는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 상품의 나사(너트)는 잘 고정이 되어있는지
 상품이 흔들리지는 않는지 꼭 확인 후 운동하세요.

3

경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 건강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1인용으로 동시에 여러명이 사용하지 마세요.4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 사용하실 때는 적절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후 상품을 사용하세요.

·환자 및 장애를 가진분, 어린이, 노인분의 사용 시 항상 보호자의 감독하에 상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장병, 고혈압 등 평소 심장에 장애가 있는 분
·호흡기 및 혈류 장애가 있는 분
·변형성 관절염, 류머티스성의 질환이 있는 분
·수술한 지 3개월 이내의 환자로 회복기에 있는 분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이신 분
·상기 외에도 건강상에 이상을 느끼시는 분

5

경고

운동 중 어지럼증, 구토, 심장 통증, 식은땀 등의 이상증세를 느꼈을 때는
즉시 운동을 중지하시고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Bounce fit situp

 ★옵션 - 로윙머신 (좌/우)  ★장착시

· 장착하여 로윙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로윙 머신은 기본제공 되지 않습니다.

· This rowing part is not provided as a basic components.

상품의 연결부에는 끼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중이나 미사용시, 상품을 접고 펼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결부분

얇은 스펀지

땅콩짐볼

뒷지지대

앞지지대

접이식 구조
부품 리스트

주요 부품 분해도

옵션제공 부품(Option)

주의

상품사용중 신체건강 및 균형에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 및 가까운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굵은 스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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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업 본체

얇은 스펀지

굵은 스펀지

땅콩 짐볼하단지지대 / 연결볼트

상품크기[mm]

박스크기[mm]

상품중량

최대허용하중

가능운동

재질

등판

조절기능

기타사항

L940 x W360 x H450

L1040 x W390 x H110

N.W : 5.7KG / G.W : 7KG

100kg

싯업, 크런치, 니 업 시티드

고강도 사각프레임, 원파이프 사용

분리형 짐볼(짐볼운동 가능) 

상하 스펀지 교체장착 

6개월 무상A/S

상품정보

핸드펌프

공기마개

구성품

조립동영상



기구 펴고 고정하기

기구개봉 및 내용물 확인 기구고정
· 기구을 박스에서 개봉하면 먼저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 구성이 맞으면 기구을 펴고 고정핀으로 고정합니다.

Open, check and fix the product 
· Open the box and check the contents.
· If it is okay, please unfold and fix it with its locking pin.

开封产品并进行产品确认。组装器械
·开封产品时请先确认产品构成内容
·如果产品无误 请展开产品用定位销进行产品固定

하단 프레임 결합 스펀지 장착

로윙 손잡이 연결 (옵션추가 구매상품)기구 사용/활용

짐볼 장착

하단 프레임 결합
· 메인프레임에 하단프레임을 십자 볼트(12)를 이용하여 결합합니다.

Combination of Bottom Frame
· Combine the bottom frame to the main frame with bolts (12)

安装底架
·用十字螺丝（12）固定主架与底架

짐볼 공기 채우기 및 장착
· 제공된 전용 짐볼에 공기를 채우고 완성된 싯업에 결합합니다.

Fill the air and Installation of Gym Ball
· Fill the air into the Gym ball and combine with the main body frame.

给健身球充气并安装
·给提供的专用健身球充气并安装在组装好的仰卧板上

로윙 손잡이 연결 / Connect the Rowing handle parts / 连接划船扶手
· 앞 지지대의 캡을 분리한 후 로윙 손잡이를 앞지지대 파이프에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 클립형 구조로 되어있어 “딸각” 소리가 나도록 연결하면 고정이 됩니다.

· After separating a cap of front supporter, connect the rowing handle parts on it as you see below the picture.
· It is finished when you hear the "Click" sound while you are connecting it, because it is a clip type.

· 把前边支架的塑件拆掉以后把划船扶手与前边支架的管连接 如图所示
· 与扶握把相同是卡扣的形式 听到"叮"的声音 即可完成固定

이고진 바운스 핏 땅콩싯업은 기존 싯업의 등판을
전용 짐볼로 교체하여 싯업으로도, 짐볼로도 사용 가능한
기능성 상품입니다.

EGOJIN Bounce Fit Peanut Sit-up is a functional product.

EGOJIN  BOUNCE FIT 花生仰卧板把基本的靠垫改成专用的健身球 
既可以当做仰卧板使用也可以单独使用健身球

2쌍의 다른 두께의 스펀지
· 2쌍의 스펀지는 두께가 서로 달라 남녀노소 차이에 따라 
  번갈아 끼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ifferent Thickness of Two Pair of Sponges
· You can use these different type of two pair of sponges 
  according to your age and sex.
· 两套不同厚度的海绵
提供两套不同厚度的海绵可以根据不同的人群更替使用

짐볼 공기 주입 요령
싯업에 짐볼 장착 시 공기는 적당히 프레임에 고정될 정도로만
넣어야 운동 시 쿠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ip of filling the air into the Gym Ball
In order to maintain a cushion of the gym ball while you are exercising, 
you should fill moderate amount of the air into the gym ball.
给健身球充气时的要领
在仰卧板安装健身球时不要充气太满 才能在运动时维持弹性

싯업(기본) 크런치(기본) 니-업 시티드(응용)

1

1

로윙 손잡이는?
· 싯업과 함께 구매하실 수 있는 로윙 손잡이는 로윙운동(노젓기운동)을 가능하게 하여 허리, 어깨 근육 발달에 도움
· If you install the rowing handle parts, you can do not only sit-up but also rowing exercise.
· 可以与仰卧板同时购买的划船扶手 不仅可以进行划船运动 还有利于腰部和肩膀的肌肉发达

※ 로윙 손잡이는 옵션상품으로 기본구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This rowing handle part is not included in the standard product box.
    划船扶手是附加产品  不包含在基本构成中

옵션

스펀지 장착
· 스펀지는 굵은 스펀지 2개와 얇은 스펀지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하시기 편하게 두 종류의 스펀지를 상하로 번갈아
  장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Installation of Sponges
· There are 2 thick and 2 thin sponges.
  You can put any sponges whatever you feel 
  make more comfortable in upper and 
  bottom pipe.

安装海绵
·海绵由两个粗的海绵和两个细的海绵组成
  两种海绵可以根据客户的需求上下互相更替使用

기구설명

활용가능 운동

A B C

EF

D

딸깍!

Sit up Crunch Knee-up
Seated

Rowing
OPTION

짐볼

끼임주의

상 품 보 증 서

이고진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736번길 29

저희 (주)이고진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품에
대한 상품 품질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요청 시 (주)이고진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상품입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해결하여
드립니다. 무상 A/S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구매시 온라인 사이트 주문 내역 및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규정대로 서비스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시에는 상품에 동봉된 보증서에 구매일자를 기록하고 구매일자가
기록된 증빙 영수증(구매 영수증, 현금 영수증 ,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유상 A/S로 진행됩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구매자명

연 락 처

주     소

ID(구매처 ID)

상 품 명 모 델 명

가정용/클럽용 런닝머신, 사이클 , 전기 사용 기구(ex 바디슬리머 등)

보증 서비스 상품군 품질보증기간(도착 후) 중고-전시상품 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스텝퍼, 가정용 홈짐 웨이트기구

배터리 사용 기구(마사지건, 스마트신장체지방계, 스마트체중계, 소원푸리, 똑똑휴지통)

거꾸리,미니바이크,프리 웨이트기구(가정용 싯업,벤치류 , 치닝디핑)

기구와 기타기구, 매트류, 소모품을 제외한 품목 외(ex.아령,완력기)

요가매트 등 (바닥매트)

소모품(ex.라텍스밴드)

유료서비스

- 상품 이동, 장소 이동, 이사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 시

- 상품 내부 먼지제거 및 세척, 이물질 제거 시

- 타사상품 병행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기구세척, 조정, 사용설명, 설치등 
(상품고장이 아닌경우)

-설치시 장소의 제한(협소, 계단, 엘리베이터 크기)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또는 1명 외의 추가 인력 필요시,고객께서는
  최소 3만원이상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고진의 지원 범위는 일반적인 사다리차와 1명의 추가
  인력에 대해 지원됩니다.

사다리차 2인 배송설치 시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고장발생 시
-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 시
- 당사에서 미지정된 소모품, 옵션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 (주)이고진 서비스 기사 및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 사용 설명서 내에“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 시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 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소모품
   (손잡이 커버, 오일, 와이어, 스펀지등)

그 밖의 경우

무료서비스

구입 후
1개월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상품교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교환 불가능 시

교환된 상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부주의.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보증기간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유상수리 금액징수 후 감가상각 적용 상품 교환

유상수리 유상수리수리가 가능한 경우

박스개봉 후 확인했는데 구매 상품이 아닌 경우 반품 또는 상품교환

반품가능(왕복배송비 고객부담)

반품불가 (단, 협의시 왕복 배송비 및 설치비는
실비로 청구되며, 실비와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은
고객 부담) (감가상각한 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반품불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유상수리

반품 또는 상품교환

반품불가. 환불불가

이고진 직영 서비스팀이 직접 방문하여 A/S

A/S(수리)만 가능(반품불가. 교환불가)

상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상품 수리 후 약정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일
보관비를 청구하며 2개월이상 지난 경우 폐기처분 함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구입가 환급

구입가 환급

무상수리

박스개봉 및 확인 후 구매한 상품은 맞지만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택배로 반품 보낸 상품을 일부 분실한 경우와 훼손된 경우

박스 개봉하여 확인 시 외형상 손상의 경우

중고-전시 상품의 단순변심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상품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불량 시)

하자 발생 시

수리 불가능 시(*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하는 경우)

조립설치 후 사용하여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예: 사이클-플라이휠, 런닝 . 워킹머신 - 모터)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상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보증기간 이내 보증기간 이후소비자 피해유형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택배 및 조립,
설치상품
7일이내

구입일로부터 12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6개월

구입일로부터 1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14일

5년

5년

5년

3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해당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