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22 사용방법

1. 물백에 물 넣기

2. 몸통 에어백에  공기 채우기

 * 활용 방법 및 사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www.zemita.com

준비사항
1. 에어스탠딩백, 핸드펌프, 물호스를 준비합니다. 
2. 물백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물호스를 연결가능한 수도꼭지를 확인합니다.

각 부위별 / 제품 명칭

1. 제미타 에어스탠딩백 전용 물호스를 수도꼭지에 끼우고 조이개로 조여줍니다.

1. 에어 스탠딩백의 몸통 부분 상단 에어백의 주입구에 핸드펌프에 연결된 호스를 연결합니다. 

   - 물주입과 마찬가지로 공기 주입구의 핀을 위로 향하게 한 후 공기를 채웁니다. 

   - 에어백에 공기가 들어가도록 핸드펌프나 전동펌프를 이용하여 공기를 채웁니다.

   - 에어백이 부풀면서 아래 물백도 부풀어 전체적으로 형태가 갖추어집니다 . 고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공기를 빵빵하게 채우면 타격시 흔들림이 적지만 강한 타격시 물통 부분도 같이 흔들리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기를 채우는 

정도는 사용자가 원하는 흔들리는 정도를 체크하면서 채웁니다. 공기를 너무 많이 넣은 경우  핀을 살짝 눌러 뺄 수 있습니다. 

3. 공기를 다 채우고 커넥터를 분리할 때, 왼쪽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분리합니다. 분리 시, 주입구 가운데 핀이 자동으로 을라오지 

않을 경우 공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핀을 돌려 위쪽으로 올린 후  주입구를 막은 다음, 다시 커텍터를 연결하고 공기를 

주입한 후, 호수를 뺄 때는 빠르게 돌리면서 분리합니다.

2. 수도꼭지에 연결한 물호스의 반대편 커넥터를 물통의 주입구(2개중 아무곳이나)에 연결합니다.
    - 커넥터를 주입구에 연결하기 전 주입구 가운데 핀을 손으로 좌 또는 우로 움직여서 위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 커넥터를 주입구에 홈에 끼우고 오른쪽으로 돌려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3. 물백의 물양 조절하기
- 물백과 에어백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을 넣으면 아래 

물백 부분만 부풀고 상단 에어백은 부풀지 않습니다. 

- 물백에 물을 넣을 때 80~90%이하로 물을 채우세요.

- 물백에 물을 가득 채우고 상단 에어백에 에어를 가득 
채우면 타격으로 인하여 물백 바닥의 강화플라스틱이 
깨질 수 있습니다. 

- 물백부분이 삼각 형태로 빵빵해질 때까지 절대 물을 
채우지 마세요.

TIP
에어백에 공기를 너무 많이 
채워 타격부위가 단단한 
경우 밸브를 살짝 눌러  
공기를 뺀 후 사용하세요. 

가능한 유형: 15~20mm이내 불가능한 유형 물주입구 물통 에어백 핀 에어주입구 핸드펌프 / 물호스 

수도꼭지

조이개

핸드펌프 주입구

에어매트 충전용 전동펌프를 이용할 경우 보다 쉽게 
에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추천: 브라보 전동펌프 OV10)  물이나 에어를 너무 많이 채우면 제품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1.물백

2.에어백

80~90%이하로 물 주입

사진처럼 가득 채우지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