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칭 보드
사용설명서

330(L) * 316(W) * 113~200(H)

스트레칭 보드, 설명서

PE

1.36kg

중국(OEM)

사이즈(mm)

구성품

재질

중량

제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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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업그레이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www.egojin.com

상품 사용전,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다양한 운동방법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REtching board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736번길 23

판매원 : 주식회사 이고진

운영시간 : 09:30~17:00(주말, 공휴일 제외)

고객센터 1544-6312

스트레칭 보드 특징

스트레칭 보드는 올라서는 것만으로도  전신이 스트레칭이 되는

장점이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종아리부터 발바닥 근육이 경직되어

오는 족저근막염과 종아리 부종을 예방하여 주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자세 교정 효과 및 코어운동으로 허리통증을 예방하여 주며,

관절 가동범위를 증가시켜 유연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목
 지압 

밸런스
코어운동

허리
 지압 

뒤꿈치
 지압 

다리
스트레칭

각도조절 받침대를 떼어내 각도를 조절한 후, 뒷면에 부착하고 뒤집어서 사용 시 등, 허리, 목, 종아리 등 다양한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각도 조절 발판

스트레칭 보드

스트레칭 보드 사용 방법

이고진 스트레칭 보드는 3가지 각도로 풋 스트레칭이 가능합니다.

1단계 9°  , 2단계 17°  , 3단계 30°  로 제작되어, 원하시는 스트레칭 각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30˚17˚9˚

·  발바닥 지압 마사지 & 스트레칭

·허리 지압 마사지 & 스트레칭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운동

1단계 2단계 3단계



스트레칭 보드 운동방법 www.egojin.com
※ 상품의 외관 및 사양은 상품의 성능 개선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보드+ 줄당기기(*별도 옵션 구매) 운동방법

다리 스트레칭

1. 줄당기기 고리를

     타공 구멍에

     연결하여 주세요.

2. 반대쪽도

     연결해 주세요.

원하는 각도로 조절한 후 보드에 올라서면 스트레칭이 됩니다.

스트레칭 보드 위에 올라 중심을 잡으면 코어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목, 등, 허리 지압 및 발뒤꿈치 마사지

인체공학적인 14개 지압볼이 있는 뒷면으로 뒤집어 누워주면,

목, 등, 허리를 시원하게 지압 및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록한 돌기가 있는 각도 조절 발판에 아킬레스건을

올려놓고 발목을 좌우로 흔들어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밸런스 코어 운동

줄당기기 연결 방법 줄당기기 운동방법

주의
스트레칭 보드는 하단의 각도 조절 발판을 이용하여

각도를 조절하는 상품으로, 밸런스가 무너지면 위험하오니,

벽 등에 손을 지탱하고 한 발씩 천천히 올라서 주세요.

주의
과도한 스트레칭은 근골격계의 부상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유연성에 맞는 강도로 사용해 주세요.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염, 발목관절 등의 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