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736번길 23

판매/수입원 : 주식회사 이고진

운영시간 : 09:30~17:00(주말, 공휴일 제외)

고객센터 1544-6312

보수볼, 튜빙밴드, 발펌프

570(L)*620(W)*210(H)

600(L)*105(W)*610(H)

870~890mm(손잡이 포함)

4.6KG / 5.5KG

250KG

PVC,PP

중국(OEM)

구 성 품

상품사이즈

박스사이즈

튜빙밴드길이

무       게

최대허용하중

재       질

제  조  국

보수볼 특징 및 운동 효과

보수볼(BOSU Ball)은 Both Sides Up의 약자로 양쪽 면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탄력 있는 소재와 내부의 공기 주입으로

인해, 운동 시 무릎과 관절로 오는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밸런스 운동,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고유수용 감각 운동,

안정성 운동, 부위별 운동,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보수볼을 바닥면이 위로 오도록

     뒤집은  후 동봉된 발펌프를

     이용하여 보수볼 부피의 80%를

     주입합니다.

1.  양쪽 튜빙밴드의 연결 부분을

     보수볼의 양쪽 고리 구멍에

     수직으로 꽂아 줍니다.

2. 잠금 부분에 걸리도록 돌려줍니다.

보수볼을 뒤집어 튜빙밴드가

잠금 부분에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합니다.

2. 발펌프와 함께 동봉된 마개로

     공기 구멍을 막아줍니다.

공기 주입 시 상품의 80% 정도만 주입해 주세요.

과도하게 주입된 공기는 상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볼 공기주입 방법 보수볼에 튜빙밴드 연결 시 주의사항

튜빙밴드가 단단하게 연결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사용해주세요.

스마일 보수볼
(57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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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i l e
b o s u  b a l l

1. 내구성과 탄성이 뛰어난 PVC와 고무

2. 운동효과를 높여주는 튜빙밴드

3. 6개의 미끄럼방지 패드

4. 57cm의 빅사이즈 보수볼

상품 사용전,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사용방법 및 운동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펌프

본품

스마일 보수볼 구성품

튜빙밴드



런지 (Lunge) 원 레그 스쿼트 (One Leg Squat)

싯업 (Sit-Up) 스위밍 (Swimming)

브이업 (V-Up)

보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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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상복부와 하복부를 동시에 발달시켜 균형감각을 키워준다.

척추 기립근 및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켜 힙업에 효과적이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탄력을 주며 하체 근력을 강화해 준다.

상부 복근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며, 허리라인을 매끈하게 만들어 준다.

컬밴드 (Curl-Band)
대표적인 팔 운동으로 상완이두근의 근력을 강화하고 크기를 키워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