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이 즈 ( S I Z E ) 618 x 379 x 140(mm)

중 량 ( W E I G H T ) N.W : 5.5kg / G.W : 6.5kg

구 성 품 ( C O M P O N E N T S ) 상품, 설명서(Product, Manual)

재 질 ( M A T E R I A L ) 플라스틱, 스틸, 고무(PP, Steel, Rubber)

안전허용하중(MAX WEIGHT) 100kg 이하(Up to 100kg)

MADE IN CHINA(O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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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ease read product manual for right usage of this product
● There is product guarantee in the bottom of the manual 
   (Only Valid in South Korea) 
● Product Appearance may change without notice for product 
   improvement purpose 

상품 문의 및 고객상담 전화

1544-6312
카카오톡(@이고진SVC)

네 이 버 톡 톡 ( e g o j i n 1 )

상품 사용전, 사용방법을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입력하거나 egojinsvc.com에서 
조립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 use, Please check the video!
You can check how to self-repair & how to use, by scanning QR Code or 
searching in 'egojinsvc.com' (Korean)

使用前，請查看視頻！您可以通過掃描二維碼或
“egojinsvc.com”（韓文) 中搜索來查看如何組裝和如何使用

상품특징 / PRODUCT FEATURES / 產品特點

구성품 / COMPONENTS / 組件

부드럽고 조용하게 운동할 수 있는 탄성 로프를 이용한 이고진 트위스트 X는 시원한 28개의 지압돌기가 양쪽 발바닥 구석구석을 마사지해 줍니다. 상품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 줄당기기 밴드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한 트위스트 운동이 
가능하며, 전체 코어 근육 및 허리, 옆구리, 팔뚝, 엉덩이, 허벅지 등 전신의 다양한 부위를 단련할 수 있습니다. 

Used an elastic rope for smooth and quiet movement. 28 acupressure points massage every side of the feet. With Resistance Band included in the package, do simple & easy twist exercise, and train your entire core 
muscles and various parts of the body such as the waist, sides, forearms, buttocks, and thighs.

使用彈性繩索做出流暢安靜的轉動。按摩腳的每一側也有 28 個穴位按摩點。使用隨附的阻力帶，進行簡單輕鬆的扭轉運動，鍛煉您的整個核心肌肉和身體的各個部位，如腰部、側面、前臂、臀部和大腿。

트위스트 X 사용설명서

TWIST X MANUAL

twist-x

고리 / Hook / 鉤

탄성 로프 / Elastic Rope / 彈力繩

고정 레버 / Lock lever / 鎖桿

프레임 / Frame / 框架

발판 / Board / 木板

강도 조절 걸이(약) 
Tension Control(Weak) 

張力控制(弱）

강도 조절 걸이(강) 
Tension Control(Strong) 

張力控制(強）

웨이트 전용 줄당기기 
Resistance Band for weight workout

力量訓練的阻力帶

양쪽의 28개의 지압돌기는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발바닥 구석구석을 마사지해 줍니다.

28 bumps on both sides for slipping prevention & 
foot acupressure 

兩側28個凸點, 用於防滑和足部指壓

부드러운 탄성 로프는 안정적인  롤러와 베어링을 
적용하여 소음이 적고, 하단 걸이 위치에 따라 2TYPE의 
운동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oft Elastic Rope has less noise by using stable roller 
and bearings, and can choose two type intensity by 
the bottom hanger position

軟彈力繩採用穩定的滾輪和軸承，噪音更小, 
下掛位置可選擇兩種強度

미끄럼방지 지압돌기 발판 
Non-Slip Acupressure Board

防滑指壓板

웨이트 전용 줄당기기 밴드를 걸 수 있는 고리가  발판 
양쪽에  달려 있어 다양한 운동이 가능합니다. 

Hooks on both sides of the footrest are for 
attachment of Resistance band, makes you to enjoy 
various exercise

腳凳兩側的掛鉤用於連接阻力帶, 讓您享受各種運動

조용하고 부드러운 탄성 로프 
Smooth & Quiet Elastic Rope

產品特點

100kg의 하중까지 견디어 낼 수 있는 원 형태의
프레임은 운동 시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Circular frame bears up to 100kg. Designed with 
large frame for convenient and safe exercise 

圓形框架承重高達 100 公斤。大框架設計，
運動方便安全

줄당기기 장착가능한 고리
Attach Resistance band 

附上阻力帶

안전한 인체공학적 구조 
Safe Ergonomic structure

安全的人體工程學結構

반드시 운동 전 고정 레버를 돌려 조여 주세요. 
Please tighten the product with fixing lever before exercise  
運動前請用固定桿擰緊產品

· 트위스트 X는 상판 프레임의 회전을 이용한 운동기구로, 주위 50cm 정도 여유 공간을 두고 운동하세요.  · 운동 시 고정 레버가 풀어질 수 있으니, 운동 전 고정 레버 상태를 확인하시고 운동하세요. 
· 탄성 로프가 하단 프레임 걸이에 제대로 걸려있는지 확인하시고 운동하세요.

· Twist X is an exercise equipment based on rotation principle of the upper frame. So please leave about 50cm of free spaces around you.  · Fix lever may get loosened during exercise, 
so please check the fix lever status before exercise. · Before exercise, please check whether elastic rope is properly attached on the lower frame hanger.

· Twist X 是一款基於上架旋轉原理的健身器材。 因此，請在您周圍留出約 50 厘米的空閒空間。· 固定桿在運動過程中可能會鬆動，因此請在運動前檢查固定桿狀態。
· 運動前，請檢查彈力繩是否正確固定在下架吊架上。

서서 좌우로 비틀기 + 
전신 운동 

Twist movement + 
Whole Body Exercise

扭轉運動+全身運動



보증 서비스 상품군 품질보증기간(도착 후) 중고-전시상품 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가정용/클럽용 런닝머신, 사이클, 전기 사용 기구(ex.바디슬리머 등) 구입일로부터 12개월 3개월 5년

스텝퍼, 가정용 홈짐 웨이트기구 구입일로부터 6개월 3개월 5년

배터리 사용 기구(마사지건, 스마트신장체지방계, 스마트체중계, 소원푸리, 똑똑휴지통) 구입일로부터 6개월 3개월 5년

거꾸리, 미니바이크, 프리 웨이트기구(ex.가정용 싯업, 벤치류, 치닝디핑) 구입일로부터 6개월 3개월 3년

기구와 기타기구, 매트류, 소모품을 제외한 품목 외(ex.아령, 완력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14일 해당없음

요가매트 등(ex.바닥매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모품(ex.라텍스밴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비스에 대하여
저희 (주)이고진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품에 대한 상품 품질보증을 실시합니다. 서비스요청 시 (주)이고진 또는 지정된 협력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보상여부 및 내용통보는 상품입고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해결하여 드립니다. 무상 A/S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사이트 주문 내역 및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규정대로 서비스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구매 시에는 상품에 동봉된 보증서에 구매일자를 

기록하고 구매일자가 기록된 증빙 영수증(구매 영수증,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유상 A/S로 진행됩니다.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는 해당 안됨)

보증 서비스 상품군 
보증 서비스 상품군 보증 서비스 상품군 보증 서비스 상품군 

스텝퍼, 
가정용 홈짐 
웨이트기구

박스개봉 후 확인했는데 구매 상품이 아닌 경우 반품 또는 상품교환

해당없음

박스개봉 및 확인 후 구매한 상품은 맞지만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반품가능(왕복배송비 고객부담)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구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단순변심
반품불가(단, 협의시 왕복 배송비 및 설치비는 실비로 
청구되며, 실비와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은 고객 부담) 
(감가상각한 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택배로 반품 보낸 상품을 일부 분실한 경우와 훼손된 경우 반품불가

박스 개봉하여 확인 시 외형상 손상의 경우 반품 또는 상품교환

중고-전시 상품의 단순변심 반품불가, 환불불가

구입 후
1개월
이내

조립설치 후 미사용인데 상품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불량 시) 이고진 직영 서비스팀이 직접 방문하여 A/S

조립설치 후 사용하여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A/S(수리)만 가능(반품불가, 교환불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예:사이클-플라이휠, 런닝, 워킹머신-모터)

상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동일한 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 재발하는 경우)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해당없음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상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상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상품 수리 후 약정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일 보관비를 청구하며 2개월이상 지난 
경우 폐기처분 함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수리용 부품은 있으나 수리 불가능 시 상품교환 해당없음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상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해당없음

소비자의 부주의·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해당없음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보증기간 이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감가상각한 잔여금액=구입비-감가상각비)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상품교환
유상수리 금액징수 후 감가상각 
적용 상품 교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이고진 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

부품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상 품 보 증 서

상  품  명 모  델  명

구 매 자 명 ID(구매처 ID)

연  락  처

주     소

기구세척, 조정, 사용설명, 설치등 
(상품고장이 아닌 경우)
● 상품 이동, 장소 이동, 이사등으로 인한 설치 변경 시
● 상품 내부 먼지제거 및 세척, 이물질 제거 시
● 타사상품 병행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사다리차 2인 배송설치 시
●  설치시 장소의 제한(협소, 계단, 엘리베이터 크기)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또는 1명 외의 추가 인력 필요 시, 고객께서는 

최소 3만원 이상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고진의 지원 

범위는 일반적인 사다리차와 1명의 추가 인력에 대해 

지원됩니다.

소비자 과실로 고장난 경우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수리로 고장발생 시
● 전기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 
● 외부 충격이나 떨어뜨림 등에 의한 고장, 손상 발생 시
● 당사에서 미지정된 소모품, 옵션품 사용으로 고장 발생 시
● (주)이고진 서비스 기사 및 협력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 발생 시
● 사용 설명서 내에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 시

그 밖의 경우
● 천재지변(낙뢰, 화재, 염해, 수해 등)에 의한 고장 발생 시
●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소모품

   (손잡이 커버, 오일, 와이어, 스펀지 등)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

고객센터 1544-6312
운영시간 10:00 ~ 17:00(주말,공휴일 제외)

■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포천로 736번길 29

판매원 : 주식회사 이고진

● 상품보증서 상단 내용은 한국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The contents of the product warranty above are only applicable in Sou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