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다 더 UPGRADE된 과학과 기술력으로 만드는 헬스기구 전문업체“이고진”
Fitness equipment company with outstanding and stylish products, “EGOJIN”

짐볼 운동의 효과 [ Gym ball exercises' effect ]

짐볼 운동은 전신 스트레칭 - 유연성 증대, 신체 안정화 및 

균형 감각 상승, 자세교정, 유산소 운동부터 근력운동까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남녀 노소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물론 각종 피트니스 센터 또는 요가 & 필라테스 클럽,

재활 치료원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Gym ball exercise is for full body stretching - increase flexibility, 

stabilizing body, balance and correcting posture. For both cardio 

and weight exercises.

You can exercise in anywhere, at any time so it's used in fitness 

centers ,Yoga & Pilates club, or rehabilitation.

구성품

01 상품세부특징  [ Product Feature ]

gym ball

짐볼
Gym ball

공기마개
Air plug

집게
Clipper

발펌프
Foot Pump

1. 마개 집게로 짐볼의 마개를 빼줍니다.
      Pull out the air plug with clipper.

2. 동봉된 발펌프의 호스를 공기 주입구에 단단히 끼웁니다.
      Insert foot pump's tube in the air injection hole.

3 . 발펌프를 이용해 짐볼에 공기를 주입합니다.
       Inject air with foot pump.

4 . 공기를 다 넣은 후 공기 주입구를 공기마개로 닫아줍니다.
       After injecting enough air, put the air plug in the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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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볼( L )
사용설명서

상품 조립전, 조립동영상을 확인하세요!
Please check instructions before using it!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egojinsvc.com에서 조립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an QR Code with your devices
or check instructions at egojinsvc.com 

WWW.EGOJIN.COM

Gym Ball
Product Manual

발펌프를 이용한 짐볼 공기 주입 방법
[ How to inject air with foot pu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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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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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 1544-6312 

사용상 주의사항  [Caution]
●  해당 상품에 적합한 운동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  손톱이나 반지, 지퍼, 칼 등 날카로운 것에 파손

  손상이 되오니 주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  사용 전 표면에 찢어짐이나 변색 등의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  직사광선, 고열, 고온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  Please use appropriate workout purposes of this product.
●  It can be damaged by sharp things such as nail, ring, 
  zipper or knife, so please carefully use.
●  Please check whether it's torn or discoloration before use.
●  Please store in the shady place without UV Light, heat or 
  high temperature.
●  For safety purpose, please store in the place which 
  childrens are unreachable.

L 580~650 (mm)

PVC

1040g  2.2 lbs

중국(OEM)  China(OEM)

사 이 즈  (Size)

구 성 품 (Components)

재       질 (Material)

무       게 (Weight)

제  조  국 (Made in)

짐볼, 공기마개, 집게, 발펌프
Gym Ball, Air plug, Clipper, Foot Pump



03 사용방법  [ How to use ]

가슴과 어깨, 복부를 탄탄하게 하여 예쁜 바디 라인을 만들어 준다.

짐볼의 기본 동작으로 

슬림한 어깨를 만들어 준다.

몸통의 군살을 슬림하게

만들어 준다.

몸통의 근육을 단련시켜 날씬한 허리를 만들어 준다.

몸통 및 허벅지 근육을  유연하고 슬림하게 해 준다.

복근이 강화되어 날씬한 복부로 만들어 준다.

코어운동으로 복부의 근육을 만들어 주고 균형을 잡아 준다.

탄력있고 날씬한 힙을 만들어 준다.

운동전후에 하는 스트레칭으로 다리근육을 풀어준다.유연하고 날씬한 허리를 만들어 준다.

Push Up

Shoulder & Trunk Stretch

Lower Back Lift

Up & Down Side to Side

Arm & Leg Raise

Hamstring Stretch

Twist Cruch

Sit-Up

One Leg Lift

Bridge Leg C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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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한 어깨와 힙업된 엉덩이 뿐만 아니라
밸런스 감각을 키워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