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단 나사

잠금 버클

풀림 방지 나사

넓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장착하여 압착력이 좋고,
사용 중 미끄러짐을 방지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흠집없이 문틀에 탈부착 할 수 있습니다.

PU 미끄럼 방지 패드

잘 녹슬지 않는 코팅으로
물이나 습기에 강해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풀림방지 고정나사와 잠금 버클로 보다
안전하고,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손세탁 및 탈부착이 가능한
부드러운 고급 스펀지로 되어있어 회전, 미끄럼없이 밀착되며,
운동시 손바닥을 보호하여 오래도록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습기에 강한 코팅

문틀에 맞게 80~100c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설치와 사용이 용이합니다.
(추가 길이 조절은 불가합니다.)

부드러운 길이 조정

 풀림방지 고정 스토퍼로 문틀 고정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시,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와

  늘어나므로 사용시 풀리지 않습니다.     

풀림방지 고정 스토퍼

2.8mm 두께의 강철 프레임으로 휘어짐이 적고 
내구성이 튼튼합니다.

2.8mm 강철 프레임
스펀지 손잡이

풀림방지 나사 및 잠금 버클

최대 1000mm

최소 800mm

*  반드시 800~1000mm이내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D O O R  G Y M  -  B A R

보다 더 UPGRADE된 과학과 기술력으로 만드는 헬스기구 전문업체“이고진”

상품 사용전, 사용방법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품정보 및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GOJ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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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1000*90*50(mm)

철봉 1개, 설명서 

스틸, PU, PVC, SBR

중국(OEM)

(주)이고진

사이즈

구 성 품

재       질

제  조  국

판매자명

상품 문의 및 고객상담 전화

1544-6312
카카오톡(@이고진SVC)

네이버톡톡(egojin1)



- 반드시 단단한 나무 문틀에만 설치하세요!

- 철봉은 반드시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전을 위해 철봉은 반드시 최대한 조여 주십시오.

- 사용시 조여지는 방향으로 사용하시면 더욱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 사용할 때마다 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 후 다시 고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철봉의 안전 길이를 꼭 확인하고 설치하세요.

1. 양쪽의 풀림방지 고정나사와 잠금 버클을 풀어줍니다.

2. 철봉의  양 끝 패드 부분을 위로 돌려 문틀에 들어갈 수 있는 너비로 늘립니다.

3. 대략 문틀에 고정한 후, 철봉의 중간 부분을 화살표(아래)로 돌려 최대한 늘려 줍니다.

4. 양쪽 풀림 방지 나사를 조여주고 , 한번 더 잠금 버클과 하단 나사로 한번 더 조여줍니다. 

5. 철봉의 중간 부분이 더이상 앞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아래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풀림방지 고정 스토퍼
철봉을 잡으면 하중에 의해 스토퍼가 자동으로 아래로 내려와

늘어나므로, 문틀에 미끄러지지 않게 밀착되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hing !GOOD

주의사항

철봉 늘리는 방법

설치 방법

이외 다른 장소에서 사용시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평을 유지하지 않으면 철봉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조여 주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 고정 나사는 레버가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조이고 레버를 잠가주세요.

레버 하단 나사를 이용하여 레버가 풀리지  않게
고정하세요.

나사 조이고

1. 철봉 양 끝 패드 부분을 위 방향으로 돌리면 길이가 늘어나 문틀 너비만큼 늘릴 수 있습니다.

2. 문틀에 대략 고정시킨 후 철봉 중간 부분을 아래로 돌려주면 철봉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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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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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나사 한번 더 조이고3

레버 잠그고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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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윗 방향으로 철봉 중간부분을 돌리면 길이가 줄어
문틀에 고정되어 있던 철봉을 풀 수 있습니다.

철봉을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철봉 양 옆을
위로 돌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