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스타트 골프 프리사이스-57 파워 골프스윙연습기
최상의 성능을 위한 사이즈 맞춤법과 바른 착용법

암밴드 착용 사이즈

버클과 클립을 통해 메인밴드
및 암밴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클의 바깥쪽으로 밴드를 잡아 당겨 암밴드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봅니다. 이 때 팔을 조이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그림처럼 손목까지 암밴드를
착용합니다.

메인밴드 착용 사이즈 - 사이즈를 줄여 남는 메인밴드가 5cm내외라면 그냥 놔두셔도 스윙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암밴드는 메인밴드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
다.

몸통고리와 양팔 고리를 좌우
로 움직여 봅니다.

메인밴드는 본인의 벨트보다 2인치 정도 타이트하게 착용합니
다. 체격 조건이 큰 사용자들은 메인밴드의 남는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메인밴드 여유끈 정리

당겨 빼낸 메인밴드를 다시 클립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통과시킵니다.
메인밴드의 남는 부분을 정리해서 스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메인버클과 클립이 간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림처럼 클립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밴드를 통과시킵니다.

사이즈에 맞춰 밴드를 줄였는데, 밴드의 길이가 길어 불편하다면
메인버클에 한번더 감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퀵 스타트 골프 프리사이스-57 파워 골프스윙연습기
올바른 사이즈로 착용했다면, 몇시간이라도 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착용 순서

밴드를 꼬이지 않게 바르게 허리에 두릅니다. 밴드가 꼬이면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성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메인버클을 뒤쪽에서 결속합
니다.

암밴드를 양 옆으로 정렬시킨 후, 그림처럼 암밴드의 버클이 아래
로 향하도록 움직여 위치시킵니다.

이두박 하단에 암밴드를 위치시킵니다.

메인밴드와 암밴드를 쥐고 꼬인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
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른쪽 팔도 암밴드의 착용을 마무리합니다.

반발력을 체크합니다.

올바른 사이즈로 착용했다면, 몇시간이라도 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아래 트러블 슈팅을 참조하십시오.
골프 프리사이스-57 코리아

암밴드나 메인밴드가 각각 팔 또는 가슴위쪽으로 말려 올라간다면
강력하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도록 암밴드의 사이즈를 줄여봅니다.
메인밴드의 신축성이 떨어질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강하게 조인다면
여유있게 메인밴드의 사이즈를 늘려 착용해야 합니다.
스윙이 불편할 정도로 밴드가 조인다고 느껴진다면
여유있게 메인밴드의 사이즈를 늘려 착용해야 합니다.
힘을 키우려고 의도록으로 암밴드를 더 쎄게 조인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압박감이 덜하도록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사용 가능 분야

골프, 스윙연습기

사이즈

조절 가능

소재

특허 엑소프리사이스 소재 밴드

16세 이하의 사용자

(필요시) 성인의 지도하에 사용가능

사용 가능 레벨

모든 레벨 가능

세탁 및 관리법

신축성이 저하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골프 프리사이스-57 착용과 훈련 방법등에 관해 궁금점이 발생되면,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레이저스트랩코리아로연락 주시면, 착용부터 훈련 방법까지 상세
히 안내해드리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연락처는 070-7843-6939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