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 IP 사용방법

핀 리로드 사용방법

액티뷰 그린뷰 사용방법

RESET(리셋) 방법
보이스캐디 A2
제품명
시리얼 번호
구매 일자
판매처
판매처 연락처
구입자 성함 및 연락처
제품 구입 후 1년간 (단, 배터리및 기타 구성품은 6개월)
보증 기간
제품 구입 후 미사용 상태에서 14일 이내
교환 및 환불 기간

터치로 공략 지점 및 핀까지 남은거리를 확인

Golf Mode
Quick Guide Book

ㆍ평균(와치) 사용 시간 : 약 9~10일
ㆍ골프모드 사용 시 : 약 10시간
본 제품 상세설명은
보이스캐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략 지점 터치

공략 지점 변경

변경할 핀 위치 터치

핀 위치 변경
www.voicecaddie.co.kr

5월
30일

수요일

시간 설정 방법

메뉴화면에서 골프모드

시간 설정 방법

를 터치

메뉴화면에서 설정

시간 설정 방법

주요 버튼 기능

골프 모드 이동 방법
시계화면에서 ← 왼쪽방향으로 밀어서 메뉴화면
진입 후 ‘골프모드’아이콘 터치

을 터치

골프장 및 홀 인식
‘골프모드’ 아이콘 터치 시 GPS 수신 후 자동 홀 인식

‘코스뷰, 그린뷰, 야디지뷰 화면 전환 방법
‘코스뷰’에서 ← 왼쪽방향으로 밀어서 ‘그린뷰’ 진입
‘코스뷰’에서 → 오른쪽방향으로 밀어서 ‘야디지뷰’
진입

코스뷰 사용 방법 (화면 확대)
코스 확대 : 화면상의 원하는 지점을 길게 터치하면
코스 맵 확대

그린뷰

화면에서 ‘시간’터치
‘12시간’ 혹은 ‘12시간’ 중 터치하여 선택

골프모드 선택 시
GPS 수신 후 시간
자동 설정 됨

야디지뷰

날짜 설정
위아래로 밀어서 ‘년도’ 설정
설정 완료 시 하단 v자 터치

위아래로 밀어서 ‘시간’ 및 ‘분’ 설정

코스뷰
목표 지점 길게 터치

위아래로 밀어서 ‘오전 혹은 오후’ 설정
설정 완료 시 하단 v자 터치

* 코스 뷰 / 그린 뷰 이미지는 지역 및 해당 골프장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전 화면 복귀 시 길게 터치

How to Use Active Green View

How to Set-up Time (Automatic)
Touch the Golf Mode

on the menu screen

How to Reset

Product Name

VOICE CADDIE A2

Golf Mode
Quick Guide Book

How to Set-up Time (Manual)
Touch the Set-up menu

How to Set-up Time (Manual)

Key Buttons

How to Move to Golf Mode

Guide to ‘Smart Course View, Smart Green View
and Distance Guide’ Screen
Smart Course View,
‘Smart Green View’

on the menu screen

Swipe up or down to

Detect Golf Course & Hole

Smart Course View,
‘Distance Guide’

POWER (ON/OFF)
Backlight ON

Show scorecard
/ Move up

Move to
previous stage

Golf menu
/ Move down

How to Use User IP

How to Use Pin Re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