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용법

밴드에 있는 금속 카라비너를 뒷면의 
고리에 걸어서 Apex를 조립합니다.
밴드의 글씨가 위를 향하도록 등받이
와 밴드를 평평하게 놓습니다. 그런 다
음, 밴드를 허벅지 슬리브의 클립에 끼
웁니다. 오른쪽 허벅지 슬리브를 오른
쪽 밴드에 끼우고 왼쪽 슬리브는 왼쪽 
밴드에 끼웁니다.

HANG ME WITH 
YOUR APEX.

수트를 조정한 후, 제공된 웨빙 키퍼를 사용하여 느슨한 웨빙을 묶으십시오. 더 자세한 착용 팁 확인: 
HeroWearExo.com/fitting

1

어깨끈을 배낭처럼 메
고 스위치가 어깨 앞
쪽에 올 때까지 끈을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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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은 가슴끈을 연결하고 편
안할 때까지 조입니다. 4

HeroWearExo.com

느슨한 웨빙을 접어서 웨빙 키퍼
에 고정합니다. 양쪽 다리에서 반
복합니다.

스트랩의 느슨한 끝을 위로 당겨
서 앵커 스트랩을 조입니다.

금속 탭을 위로 당겨서 앵커 클립
을 엽니다. 납작한 금속 탭을 눌
러서 클립을 닫고 제자리에 고정
시킵니다.

1
앵커 스트랩을 벨트 밑으로 넣어서 한 
바퀴 감은 후 클립을 결합합니다.

2 4

앵커 착용법
아직 착용하지 않았다면 Apex 엑소수트를 조립하여 착용하고 튼튼한 벨트를 착용하십시오(벨트는 앵커와 함께 제
공됨). 허벅지 슬리브 앵커를 사용하기 위해 바지에 벨트 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오른쪽” 및 “왼쪽” 태그를 
확인하고, 적절한 허벅지 슬
리브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안쪽 플랩을 늘려서 허벅지 둘
레에 꼭 맞게 조입니다. 양쪽 다리에서 4~7단계를 
반복합니다.

6
클립을 엉덩이 중앙
에 잡고 먼저 허벅지 
안쪽에 플랩을 감아
서 허벅지 슬리브를 
착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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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 플랩 위에 바깥쪽 플
랩을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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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HANG ME WITH 
YOUR APEX.

HeroWearExo.com

착용감 점검

허벅지 슬리브는 사타구니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하며, 너무 낮지 않아야 합니다.

수트를 ‘off’ 상태로 하고 똑바로 섰을 때 밴드가 처지거
나 느슨해서는 안 되며, 로프가 클러치에서 2인치 이상 

빠져나와서는 안 됩니다.

밴드가 각 엉덩이 중앙을 지나도록 허벅
지 슬리브를 조정하십시오.

밴드가 엉덩이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돌
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부품이 사용자에게 너무 크거나 작으면 수트를 공급한 사람이
나 HeroWear로 연락하여 다른 사이즈를 요청하십시오.
HeroWearExo.com/Contact

스위치의 상부를 아래로 당겨서 딸깍 소리가 나도록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스위치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을 분리합니다.  팽팽한 상태에서 수트를 분리하
지 마십시오.
움직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작업을 위해 정확한 정도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하는 밴드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Apex 엑소수트는 힘을 증가시키거나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하중
을 들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Apex를 사용할 때는 항상 적절한 신체 역학과 안전한 들기 방법을 사
용하십시오.

Apex 엑소수트는 들어올리기, 구부리기, 앞으로 기울이기, 상체 굽히기, 쪼그려 앉기 그리
고 구부리기 또는 기울이기가 포함된 앞으로 손 뻗기와 같은(이에 국한되지 않음) 작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작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더 자세한 착용 팁 확인: 
HeroWearExo.com/Use

수트를 착용하고 완전히 구부린 자세를 취했을 때 편안하게 심호흡을 할 수 있
어야 합니다. 완전히 구부린 상태에서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느낌이거나 어깨
가 아프면 편안해질 때까지 어깨끈 및/또는 가슴끈을 조정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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