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사이즈 가이드
링 사이즈 측정하기
인쇄 메뉴의 페이지 비율 옵션에서 '페이지 비율 없음 "을 선택한 후이 페이지를 인쇄하세요.
페이지가 올바르게 인쇄되었는지 확인하려면자를 사용하여 바로 아래에있는 길이를 측정합니다. 길이는 1CM 여야합니다.

1cm

1. 새로운 링을 착용 할 손가락에 끼고있는 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그 링을 아래의 원에 올려 정확한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3. 원 링의 직경과 정확하게 일치해야합니다. 링의 직경 안쪽으로 원의 운곽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4. 두 사이즈 사이 일 경우 큰 사이즈로 선택하세요.

본 가이드는 참고 용으로 만 사용하세요.
시밀은 속정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링 사이즈 가이드
링 사이즈 측정하기
1. 끈이나 길게 자른 종이를 준비합니다.
2. 손가락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끈을 불러줍니다.
3. 펜을 사용하여 손가락 불레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4. 자를 사용하여 종이 끈의 끝에서부터 펜으로 표시 한 부분까지의 길이를 촉정합니다.
5. 측정 된 길이를 아래 차트와 비교하여 링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두 사이즈 중 고민된다면 더 큰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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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운 날씨에는 손가락이 수축하므로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 사이즈를 측정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가장 두꺼
워지는 저녁 시간에 사이즈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촉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본 가이드는 참고 용으로 만 사용하세요.
시별은 측정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브레이슬릿 사이즈 가이드
브레이슬릿 측정하기

1. 손목에 잘 맞는 브레이슬릿을 선택합니다.
2. 브레이슬릿을 평평하기 놓습니다.
3. 자를 이용하여 클래스 프 상단과 브레 이슈 릿 끝 사이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4. 측정 한 길이와 최대한 가까운 사넬 브레이슬릿 사이즈를 신덕 한니다.

내 손목 사이즈 측정하기
1. 끈이나 길게 자른 종이를 준비합니다.
2. 샤넬 브레이슬릿을 착용 할 손목에 끈을 불러줍니다.
3. 펜을 사용하여 손목 불레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4. 자를 사용하여 종이나 끈의 곱에서부터 팬으로 표시 한 부분까지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5. 브레이슬릿을 편안하게 착용하려면 측정 한 값에 1.5cm 끝 더 해줍니다.
원하는만큼 길이를 더하거나 줄여서 느슨하거나 타이트하게 착용 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찰 고용으로 만 사용하세요.
샤별은 측정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