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질보증서 제품명

보이스캐디 T7

시리얼 번호
구매 일자
판매처
판매처 연락처

Quick Guide Book

구입자 성함 및 연락처
보증 기간

제품 구입 후 1년간 (단, 베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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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 상세설명은 보이스캐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voicecaddie.co.kr
Call : 1577-2862
A S :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45 수냐빌딩 5층

V.AI

시간 / 날짜 설정 방법

V.AI ™

자동설정(실외에서만 가능)

V.AI™ 란?
보이스캐디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로, 라운드 시 골퍼의 위치를 인식하여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해주는 기능
Ex) 티박스 – 코스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코스 프리뷰를 자동으로 재생
세컨드 or 써드 샷 – 그린 공략에 필요한 그린 어택 인포를 자동으로 안내
그린 or 그린 주변 – 그린 언듈레이션 정보 안내

메뉴화면에서 골프 모드 또는 피트니스 모드 터치

▶ 골프모드 선택 시
GPS 수신 후 시간 자동 설정 됨

그린 어택 인포 안내
코스 프리뷰 재생

리얼 그린언듈레이션 안내

▶ 피트니스 모드 선택 시

운동 항목 (걷기, 달리기, 사이클) 터치
GPS 수신 후 시간 자동 설정 됨
※V.AI 해지 방법
매뉴화면 > 설정 > 골프 설정 > V.AI > OFF

시간 설정 방법

날짜 설정 방법

수동설정(실내/외 가능)

수동설정(실내/외 가능)

메뉴화면에서

메뉴화면에서

터치 > ‘시간’ 터치

터치 > ‘날짜’ 터치

① 화면에서 ‘현재시간‘ 터치

① 화면에서 ‘날짜‘ 터치

② 현재시간 설정

② 날짜 설정

ㆍ위아래로 밀어서 설정

ㆍ위아래로 밀어서 설정

ㆍ설정 완료 시 하단 V자 터치

ㆍ설정 완료 시 하단 V자 터치

주요 버튼 기능

골프 모드 진입 방법

시계모드:
전원 ON/OFF (길게 누름), 백라이트 ON (짧게 누름)

‘골프 모드’아이콘 터치 시 GPS 수신 후 자동 홀 인식

골프모드/피트니스모드:
모드 종료 (길게 누름), 백라이트 ON (짧게 누름)
▶풀 터치 화면

전원 (ON/OFF)
백라이트 ON

만보계 통계 화면/시계 화면 설정 방법

APL (Auto Pin Location)
A P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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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L(Auto Pin Location)이란?
T7을 마이 보이스캐디 앱에 연결하면
핀 이동시,
통신망을 통해 자동으로
핀 위치를 변환해주는 기능
※단 ‘마이보이스캐디’ 앱 연동이 필수.
Beta서비스로 수도권 및 일부 지역 골프장 지원. 추후 골프장 확대 예정
(지원 가능 골프장 자사 홈페이지 내 공지)

걸음수

이동거리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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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L 수신 방법
- 실시간 핀 위치 안내 팝업은 최초 수신 시(1회)에만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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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뷰’에서
왼쪽 방향으로 밀어 ‘그린뷰’ 진입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 ‘야디지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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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뷰, 그린뷰, 야디지뷰’ 화면 안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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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프리뷰/핀 포인팅

E

코스 프리뷰
ㆍ티박스에서 ‘코스 프리뷰‘ 아이콘
터치 시
‘코스 프리뷰’ 재생
재생이 끝난 후 골프모드로 복귀
*재생 중 화면을 터치하면 즉시 골프모드로 복귀

그린뷰

HDCP / IP /
Driver Distance 표시

코스뷰

야디지뷰

핀까지의 거리 표시

핀 포인팅
ㆍ‘핀 포인팅’ 아이콘
터치 시
골퍼 위치로부터 해당 홀의 핀 방향과 남은 거리 안내
아이콘 터치
화면 터치
또는
10초 후

코스뷰, 그린뷰 이미지는 지역 및 해당 골프장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코스 뷰

핀 포인팅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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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해저드 안내

리얼 그린 언듈레이션 / 그린 줌

E

벙커/해저드 앞, 뒤까지의 거리 안내
해당 벙커 또는 해저드를 터치

리얼 그린 언듈레이션
실측한 그린 언듈레이션 데이터를 적용하여
11단계로 표현

* 확대 화면에서의 터치가 더 편리합니다.

그린 줌
아이콘 터치 시 그린 확대(‘핀 리로드’기능 지원)
벙커/해저드
터치 시
5초 후 이전
화면 복귀

아이콘 터치

아이콘 터치

리얼 그린 언듈레이션

그린줌

그린 어택 인포
ㆍ‘그린 어택 인포’ 아이콘
터치 시 그린의
가로/세로 길이 및 그린 뒤 안전 지역까지의
남은 거리 정보 안내

액티브 그린뷰
ㆍ골퍼의 위치 변경에 따라 그린 모양 자동 회전

골퍼 위치 변경
아이콘 터치

화면 터치
또는 10초 후

앱 연결 방법

RESET(리셋) 방법

블루투스 활성화

① 시계화면 위에서 아래로 터치

전원 버튼을 10초간 길게
누르면 RESET(리셋)되며,
다시 시작됩니다.

② ‘연결하기’ 터치하여 블루투스 활성화

③ T7 고유번호 확인

[앱 제공기능] Quick GPS / 최신 골프장 정보 및 FW 다운로드 / 스코어 통계 및 공유 /
라운드 트래킹 및 히스토리 관리 / 전화, 문자, SNS 수신 알림

PLAY 스토어 /

앱스토어에서 ‘마이 보이스캐디’를 검색하여 설치해주세요.

시계 위쪽의 작은 구멍은
RESET(리셋) 버튼이 아닙니다.
뾰족한 물건으로 누르면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누르지 마십시오.

- 유의사항 -

- 품질보증서 -

ㆍ골프모드에서 위성을 찾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수신환경(날씨, 지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외(스타트 광장 등)에서 골프 모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었으며, 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피해
보상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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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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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