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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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링(직경 380mm), 링밴드(직경 90mm)

필라테스링, 링밴드 2개, 설명서

Glass Fiber, FRP, NBR

중국(OEM)

사이즈

구 성 품

재       질

제  조  국

상품 문의 및 고객상담 전화

1544-6312
카카오톡(@이고진SVC)

네이버톡톡(egojin1)

필라테스링의 효과

필라테스링은 근육이완, 스트레칭, 체형교정, 근력향상, 코어강화 및

신체 밸런스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링을 조이는 괄약근과 허벅지

단련에 안성맞춤이며 복부 강화, 팔, 어깨 운동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골반 운동을 병행하면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고진 필라테스링은 각종 필라테스 동작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고

바른 동작을 유지해주기 위한 소도구입니다. 매직 서클이라고도

불리는 필라테스링은 유연성 있는 O자 형태의 링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링
사용설명서

필라테스링

링밴드 (2개 1세트)

 LOTTIMO IS  EGOJIN
PREMIUM QUALITY EDITION

고객 감동, 가치 실현상품-로띠모
대체 불가능한 최상의 상품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헬스 브랜드입니다.

화이버글라스
재질의 링

FRP 재질의
손잡이

실리콘 재질의 링

90mm

150mm

360mm

380mm

상품세부특징

링밴드 장착방법 구성품



www.egojin.com

사진과 같이 팔이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리고

필라테스 링의 양쪽 손잡이를 팔뚝 근처에 위치시켜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약해진 팔, 어깨, 가슴 근력 운동에 효과적입니다.

리틀 버터플라이3

필라테스링 운동방법
※ 상품의 외관 및 사양은 상품의 성능 개선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링+링 밴드 운동방법

사진과 같이 팔이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린 후 머리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균형감 및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줍니다.

사진과 같이 필라테스 링 양쪽 손잡이에 링 밴드를 연결하고 라텍스 밴드를 끼워주면 

근력 운동 및 스트레칭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픈 스트레칭4

코어 운동

무릎을 세워 앉은 후 양 무릎사이에 필라테스링을 끼워 바깥쪽에서

안으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어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허벅지  단련에 좋습니다.

무릎 조이기1

반듯이 누워 그림과 같이 “ㄱ”자로 무릎을 세운후 양 무릎사이에

필라테스링을 끼워 바깥쪽에서 안으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어

벌렸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허벅지, 골반, 괄약근 단련에

좋으며, 요실금 예방에 좋습니다.

무릎 벌리기2

반듯이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필라테스링 안으로 양 발목을 끼워

안쪽에서 바깥으로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에 힘을 주어 

벌립니다.

다리들어 발목 벌리기6

양쪽 손잡이를 잡고 가슴 근육 및 팔근육을

이용하여 조였다가 힘 풀기를 반복합니다.

팔과 어깨 등 상체 근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팔 근력 키우기7

5

링 밴드 연결 방법

사진과 같이 필라테스링 손잡이에 링밴드를 결합 후,

그 위에 짐볼을 올려 놓습니다. 링밴드를 통과시킨 

라텍스 밴드를 양손에 잡고, 짐볼에 누워 팔을 

수직으로 들어 올립니다.

밴드 플라이3

사진과 같이 필라테스링 손잡이에 링밴드를

결합 후, 그 위에 짐볼을 올려 놓습니다.

링밴드에 통과시킨 라텍스 밴드를 양손에 잡고,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어깨와 수평이 되도록 

들어 올립니다.

레터럴 레이즈2

위 사진과 같이 필라테스링 손잡이에 링밴드를

결합하고 링밴드에 묶은 라텍스 밴드를 양발에

걸고 머리위로 필라테스링을 들어올려 몸을

180도로 폅니다.

전신 스트레칭1

필라테스 링을 양손에 잡고,반듯이 누운 후

양손으로 잡은 필라테스링과 양발을 들어

올려 복근에 힘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