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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캐디 YOUTUBE 바로가기
T8 사용법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본 제품 상세설명은 보이스캐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voicecaddie.com

V.AI 2.0
V.AI ™

V.AI™ 란?
골프 인공지능 서비스로
라운드 중 골퍼의 위치를 인식해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는 기능
Ex) 티잉구역 – 코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코스 프리뷰를 자동으로 재생
그린 공략 구역 – 그린 공략에 필요한 그린 정보(그린 주변 뷰, 그린 모양) 안내
그린 위 – 핀까지의 퍼트 정보 안내
샷 피드백 뷰 – 샷을 인식해 템포 표출
‘그린뷰’로 자동 변환
‘코스 프리뷰’ 재생

※ V.AI 해제 방법
메뉴화면 > 설정 > 골프 설정 > V.AI > OFF

‘퍼트뷰’로 자동변환

시간 / 날짜 설정
자동설정(실외에서만 가능)

메뉴화면에서 골프 모드 또는 피트니스 모드 터치
방법 1.
▶ 골프모드 선택 시
GPS 수신 후 시간 자동 설정 됨

방법 2.
▶ 피트니스 모드 선택 시

운동 항목 (걷기, 달리기, 사이클) 터치
GPS 수신 후 시간 자동 설정 됨

시간 / 날짜 설정
수동설정(실내/외 가능)

메뉴화면에서

① 화면에서
‘현재시간‘ 터치

메뉴화면에서

① 화면에서
‘날짜‘ 터치

터치 > ‘시간’ 터치

② 현재시간 설정
ㆍ위아래로 밀어서 설정
ㆍ설정 완료 시 하단 V자 터치

터치 > ‘날짜’ 터치

② 날짜 설정
ㆍ위아래로 밀어서 설정
ㆍ설정 완료 시 하단 V자 터치

주요 버튼 기능
시계모드 :

골프모드 :

길게 누름 – 전원 On / Off
짧게 누름 – 백라이트 On

길게 누름 – 모드 종료
짧게 누름 – 백라이트 On

▶풀 터치 화면
!
시계 위쪽 작은 구멍은
리셋 버튼이 아닙니다.

전원 (ON/OFF)
백라이트 ON
※ 10초간 길게 누르면 리셋되며,
다시 시작됩니다.

골프 모드 진입
ㆍ‘골프 모드’ 아이콘 터치 시 GPS 수신 후
자동 홀 인식

‘코스뷰, 그린뷰, 야디지뷰’ 화면 이동
ㆍ최초 골프모드 실행 시 ‘코스뷰’ 화면
화면을 밀어 그린뷰, 퍼트뷰, 야디지뷰 진입

그린뷰

코스뷰

퍼트뷰

야디지뷰

코스뷰, 그린뷰 이미지는 지역 및 해당 골프장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야디지뷰’는 + 버튼 아이콘 탭 시 중요정보를 큰 숫자로 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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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프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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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티박스에서 ‘코스 프리뷰‘ 아이콘
터치 시
‘코스 프리뷰’ 재생
ㆍ티샷 랜딩 지점 부근 벙커 거리 표시

재생이 끝난 후 골프모드로 복귀
*재생 중 화면을 터치하면 즉시 골프모드로 복귀

HDCP / IP / Driver Distance
벙커 & 해저드 정보 표시

핀까지의 거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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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포인팅

E

ㆍ‘핀 포인팅’ 아이콘
터치 시 골퍼 위치로부터
해당 홀의 핀 방향과 남은 거리 안내

아이콘 터치
화면 터치
또는
10초 후
코스 뷰

핀 포인팅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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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해저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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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벙커/해저드 앞, 뒤까지의 거리 안내
해당 벙커 또는 해저드를 터치
* 확대 화면에서의 터치가 더 편리합니다.

벙커/해저드
터치 시
5초 후 이전
화면 복귀

샷 피드백 뷰
ㆍ샷 템포 : 직전 샷의 스윙 템포 정보 제공
골퍼의 스윙을 인식
백스윙과 다운스윙
템포 제공

ㆍ비거리 : 직전 샷의 비거리 정보 제공

(shot) 아이콘 또는 비거리
숫자 아이콘 터치 시
비거리와 샷템포 제공

APL- 지금 핀 여기
A PL ™

APL(Auto Pin Location)이란?
실시간 핀 위치를 T8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
※ 단 ‘마이보이스캐디’ 앱 연동이 필수 (지원 골프장 목록은 홈페이지 참조)
* 스마트폰 통신사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합니다.

ㆍAPL 알림
실시간 핀 위치 안내 팝업은
최초 수신 시 (1회)에 만 안내됩니다.

APL 연결 방법
간편 모드 (안드로이드만 가능)
ㆍ로그인 화면에 ‘APL 바로
시작하기‘ 터치
로그인 없이 바로 사용 가능
※ 블루투스, 위치 권한, 서비스 알림 허용
설정 필요

로그인 후 연결 방법 (안드로이드 & ios 가능)
①메인 화면의 시계 이미지 혹은
화면 하단에
‘MY VC’터치
②메뉴 중 ‘APL 골프 모드‘ 실행
※ 서비스 알림 수신 권한, 위치 서비스
동의를 허용해야 APL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린뷰
리얼 그린 언듈레이션
실측한 그린 언듈레이션 데이터를 적용하여
11단계로 표현
ㆍ그린 줌 (2단계)
아이콘 터치 시 그린 확대 (‘핀 리로드’ 기능 지원)

아이콘 터치

아이콘 터치

리얼 그린 언듈레이션

그린 줌 (2단계)
※ 아이콘 터치 1회 : 1단계 , 2회 : 2단계

그린줌

액티브 그린뷰
ㆍ골퍼의 위치 변경에 따라 그린 모양 자동 회전

골퍼 위치 변경

퍼트뷰
ㆍ그린 위에서 공에서부터 핀까지의 높낮이 및
거리 안내

희망 지점 터치

ㆍ기본 사용 : 그린 위 임의의 지점 터치 시 공이 이동하여 핀까지의 거리 정보 제공
ㆍAPL 작동 시 : 공 위치로 이동 후, 공 아이콘 (

) 터치 시 정보 제공

ㆍAPL 미작동 시 :
① 공 위치로 이동 후, 공 아이콘 (

) 터치.

② 다시 핀 위치로 이동 후, 핀 아이콘 (

) 터치 시 높낮이, 거리 정보 제공

ㆍ + / - 탭으로 확대 / 축소, 확대화면에서 드래그로 화면 이동

앱 연결
블루투스 활성화

① 시계화면 위에서 아래로 터치

② ‘연결하기’ 터치하여 블루투스 활성화

③ T8 고유번호 확인

* 앱 연동 시 전화 / 문자 / SNS 수신, APL(지금 핀여기), 퀵 GPS, 스코어 관리,
최신 골프장 정보 및 펌웨어 다운로드 등의 기능 제공

마이보이스캐디 다운로드 방법
마이보이스캐디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

안드로이드

ios

1. 앱 검색창에 “마이보이스캐디“ 를 검색
2. 다운로드 진행, 완료 후 앱 실행
3. 앱 실행시 최초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
4. 첫 화면에

연결하기

터치, 본인의 T8 검색

5. 본인의 T8과 동일한 고유번호 연결

시계 화면 설정 방법

ㆍ시계 화면에서 길게 터치 시 시계 화면 설정 진입
ㆍ좌우 터치 슬라이드로 시계 화면 변경
ㆍ상단 점 클릭으로 색상 변경
ㆍ설정 완료 시 하단 V자 클릭

만보계 통계 화면

ㆍ시계 화면에서 우측으로 터치 슬라이드 시 만보계 뷰 진입
ㆍ해당 아이콘 터치 시 일주일 누적 화면 진입

걸음수

이동거리

칼로리

- 제품 사양 -

제품명
주요기능

보이스캐디 T8
V-알고리즘™, APL, 코스 프리뷰, 리얼 그린 언듈레이션,
2단계 그린줌, 마이보이스캐디 앱 지원

사이즈 / 무게

45 x 45 x 14.7 mm / 30.8g

지원 코스

전세계 골프장 지원 (일부 제외 / 국내 800여개)

지원 언어

한국어, 영어

오차범위

±3m

구성

본체, USB 케이블, 사용설명서

- 유의사항 -

ㆍ골프모드에서 위성을 찾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수신환경(날씨,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외(스타트 광장 등)에서 골프 모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ㆍ배터리의 사용시간은 위성 수신상태가 불량한 지역 및
추운날씨에서 사용 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ㆍ여름철 차량 등 온도가 높은 곳이나 골프가방 등 습도가
높은 곳에 방치 하시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ㆍ시계를 차고 샤워를 하거나 욕실에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품질보증서 -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었으며,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2.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의 경우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상수리 보증기간 이내임에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제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유상 수리가 가능 합니다.
4. A/S 및 피해보상 요청 시에는 본 보증서 및 구입
증비서류(영수증)를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보증서 제품명

보이스캐디 T8

시리얼 번호
구매 일자
판매처
판매처 연락처
구입자 성함 및 연락처
보증 기간

제품 구입 후 1년간 (단, 배터리 및 기타 구성품은 6개월)

교환 및 환불 기간

제품 구입 후 미사용 상태에서 14일 이내
ㆍ시계모드 평균 사용시간 : 약 9~10일
ㆍ골프모드 평균 사용시간 : 약 27홀 플레이

배터리 사용 시간은 사용 방법과 주변 환경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Call : 1577-2862
A S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45 수냐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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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instructions of this product are
available from VOICE CADDIE website.
www.voicecaddie.com

V.AI™
V.AI ™

V.AI™2.0
Indicate automatically the function you need
at each place on the course.
※ A.I. service made by VOICE CADDIE
Ex)
Teeing Ground will show "Course preview" automatically at the beginning of each hole.
Second or third shot will show all green information "Smart Green View" depend on location
On Green will show putt information "Green undulation"
Shot tempo will show your swing tempo automatically
Green View
Course preview

※Disconnect V.AI
Go to menu > Option > Golf option > V.AI > OFF

Putt View

Time/Date Settings
Automatic Setting (Outdoor Only)

Works with Golf and Fitness Mode

▶ Select Golf mode to automatically
set time based on GPS signals

▶ After selecting Fitness mode

Select Walking, Running or
Cycling to automatically set time
based on GPS signals

Time Settings
Manual Setting (Indoor/Outdoor)

From menu, touch

> Touch ‘Time’

① Touch ‘Current time’
from screen

② Set Current time
ㆍSet by sliding upward or downward
ㆍTouch ‘√ ’ below to set

Date Settings
Manual Setting(Indoor/Outdoor)

From menu, touch

> Touch ‘Date’

① Touch ‘Date’ from screen

② Set Date
ㆍSet by sliding upward or downward
ㆍTouch ‘√ ’ below to set

Major Button Functions
Power ON/OFF :
press and hold power button
Backlight ON : Quick-Press power button
▶FULL TOUCH Screen

Power (ON/OFF)
Backlight ON

How to enter Golf mode
Touch ‘Golf mode’ icon to automatically
recognize holes based on GPS signals

Pedometer View /
Change Watch Face
Pedometer View
ㆍEnter Pedometer View by sliding to
right from watch screen
ㆍTouch icon to view weekly statistics

Steps

Distance

Calories

Watch Face Settings
ㆍpress and hold from watch
screen to change watch face
ㆍToggle watch face by sliding to
left or right
ㆍToggle colors using upper tab(TBD)
ㆍTouch ‘√ ’ below to set

Course View, Green View,
Putt View, Yadage View Screen
From ‘Course View’,
slide to left (←) to enter ‘Green View’
slide to right (→) to enter ‘Yardage View’
slide to right twice (→ →) to enter ‘Putt view’

Yardage View

Course View

Green View

Putt View

‘Course View, Green View’ images may vary depending
on region and circumstances of each golf course.
* Touch + Icon on ‘Yardage View’ to display info in bigger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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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ouch ‘Course Preview’
from teeing
ground to play ‘Course Preview’
Return to ‘Golf mode’ after play
Return to golf mode immediately
if touch screen during playback

HDCP/ IP / Bunker & Hazard,
Driver Distance

Display distance to pin

Display distance to bunker around land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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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Display pin direction and remaining distance
of selected hole from golfers position
ㆍ‘Touch Pin Pointing’
icon to display
a pop-up

Touch Icon
Touch or
After
10 seconds
Course View

Pin Pointing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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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 Zone (Bunker /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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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distance to front and back of
bunker / hazard
Touch bunker or hazard
* Zoom in to more easily select

Touch
bunker
After
5 seconds

Real Green Undulation /
Green Zoom
Real Green Undulation
ㆍApplied actual green undulation data with
Shades
Green Zoom
ㆍZoom in : Touch
icon
ㆍZoom out : Touch
icon

Touch icon

Touch icon

Real Green Undulation

Green Zoom

· In steep slopes such as 2nd-level green, arrows are
displayed for easy Identification
· Touch +/- Icon on ‘Green view’ is possible to Zoom in / out twice

Putt View
ㆍSlide to left On ‘Green View’ Screen to enter
‘Putt View’ shows distance and slope to a pin

· Display distance to the pin when touch where to know
· Use Icon :
1. Move to where ball is and touch icon.
2. Move to where pin is and touch icon
3. Display distance and slope to the pin
· Touch +/- icon to Zoom in/ Out
· Drag on Zoom in Screen to move

Active Green
ㆍAutomatically sets green’s shape depending
on player’s position

Change
golfer’s position

How to Connect to Application
▶Activate Bluetooth

① Slide downward from watch screen

② Touch ‘Connect’ to activate Bluetooth

③ Check authentication number of T8

[App Functions] Quick GPS / Download Latest Golf tracking Data and FW /
View and Share Score Statistics / Manage Round Tracking and History
Display calls, texts and social media notifications

Search and install ‘My Voice Caddie’ on

Play Store /

Appstore.

RESET

Press and Hold the Power
button for 10 seconds
will reset and restart.

The small hole on the top of
the watch is not reset button.
Pressing with a pointed object can
cause damage and is not designed
to be pressed.

Shot Tempo
Display your swing tempo automatically

Recognize your swing,
display back and down
swing tempo

After shots when
you arrive at the ball,
Touch

icon to show

total distance and previous
shot tempo

Specification

Product name

VOICE CADDIE T8

Main Function

V.AI, Full touch screen, Green undulation
Course Layout, Course & Green zoom, putt view

Dimension/ Weight
Golf Courses
Languages

45 x 45 x 14.7 mm / 30.8g
40,000 courses support(exclude some courses)
English, Korean

Accuracy

Under 3m

Package

Device, Cable, Manual

Cautions for Use
ㆍThe time to locate the satellite in the golf mode
may vary depending on reception environment
(climate and topography).
ㆍThe battery may deplete faster in regions with
poor satellite reception and cold weather.
To maximize battery use, it is advised to
switch on the device outdoors.
ㆍStoring the device in a hot place such as inside
your car in summer and a humid place such as
golf bag may cause device failure.
ㆍTaking a shower or entering the bathroom with
wearing a watch can cause Damage.

Caution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EE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 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 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 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Caution
ㆍ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ㆍ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ㆍ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ㆍ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 /
TV technician for help.
ㆍ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 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ㆍAny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is equipment.
ㆍThe device has been evaluated to meet general
RF exposure requirement.
ㆍThe device can be used in portable exposure condition
with out restriction
* Risk of explosion if battery is replaced by an incorrect type.
Dispose of used batteries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Product Warranty
1. This product has been manufactured under strict
quality control and inspection, and consumers’
lawful right to damage is compensated according
to th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regulation
by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2. Free servicing is provided to failure occurring
from normal conditions within warranty period.
3. Failures due to user negligence are charged for
servicing even within the warranty period.
4. When inquiring for servicing and compensation
for damage, please provide this warranty card
and purchase receipt.

Product Warranty
Product Title

VOICE CADDIE T8

Serial No
Date of Purchase
Supplier
Name
Phone
Warranty Period

1 year from purchase
(6 months for battery and other components)

Battery Duration
ㆍAverage Duration (Watch) : about 9 – 10 days
ㆍGolf Mode : 27 Holes

13951 Valley View Ave. La Mirada, CA 90638
Tel : 562-926-3978 / Email : support@voicecaddi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