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저 거리측정기 각 세부명칭 및 구성품

▶ 레이저 LCD 창 설명

▶ 슬로프 모드(Slope On, Ⓜ 버튼으로 변환)

실측거리(토너먼트 모드)

모드 변환

보정거리

측정단위

(M=미터, Y=야드)

목표조준

레이저 동작 알림

- 목표지점까지 보정된 거리 안내와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
- 측정(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기본모드에서만 지원)

6배 광학렌즈

연속 측정 기능

* 슬로프 핀 모드
보정거리

실측거리

현재위치에서 핀까지의 높낮이가 보정된
거리를 안내합니다.

고저차

*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경우 레이저 LCD창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아이콘 일때는, 기기 작동되지 않고 전원이 꺼질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 모드에서는 고저가 보정되지 않은 거리를 안내 합니다.

실측거리

높이 보정 기능

진동&알림 기능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쳐서 생산되었으며,
고시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해드립니다.
3. 무상 수리 보증기간 이내임에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제품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4. A/S 및 피해보상 요청 시에는 본 보증서 및 구입증빙서류(영수증)를 반드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 레이저 수광부 / 대물렌즈
2. 레이저 발광부
3. 모드 버튼
4. 전원 / 측정 버튼
5. 접안렌즈 및 초점 조절부
6. 건전지 삽입부
* 구성품 : 본체, 파우치, 배터리(CR2), 사용설명서, 극세사 천

실측거리

2. 모드 변환
전원을 켜고, Ⓜ 버튼을 누르면 슬로프 모드(기본/핀 모드),
토너먼트 모드(기본/핀 모드) 4가지 순서로 변환됩니다.

- 목표 지점까지 실측거리 안내와 연속 측정이
가능합니다.
- 측정(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합니다.(기본모드에서만 지원)

제품명

보이스캐디 L5

시리얼번호
구매일자

4. 본 기기는 고기능의 정확한 장비에 의해 조립되었습니다.
절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5. 렌즈는 코팅이 되어 있어 청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실명의 위험이 있으니 본 기기를 통해 태양이나 강한 빛을 보지 마십시오.
7. 레이저를 사람의 눈에 직접 조사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8. 기기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전지를 제거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건전지에서 액체가나와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제품 사양
(1야드= 0.91m)

제품명

6배 광학렌즈

연속 측정 기능

* 토너먼트 핀 모드
실측거리

현재위치에서 핀까지의 실측거리를 안내합니다.

(V-알고리즘, 슬로프 & 토너먼트 모드, 진동 & 알림, 스캔 기능)
진동&알림 기능

보이스캐디 L5
V-알고리즘, 6배율, 슬로프 & 토너먼트 모드, 진동 & 알림, 스캔 기능
가로 39.2 X 세로 72 X 길이 107.9mm / 151g(Battery 별도)

측정 범위

5야드 - 1,000야드 (1야드=0.91m)

오차 범위

1야드 이내

배터리

CR2 - 3V

제조자 / 제조국

㈜브이씨 / 중국

수입자 / 판매자

㈜브이씨

판매처

▶ A/S센터

판매처 연락처

3. 단위 변환
Ⓜ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미터(M)↔야드(Y)로 변환됩니다.
4. 초점조절
접안렌즈의 초점 조절부를 좌우로 돌려 선명하게 조절합니다.

3.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접안 렌즈를 만지지 마십시오.

주요 기능

* 토너먼트 기본 모드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 및 LCD가 켜집니다.

1. 본 제품은 비, 구름 등 날씨와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 / 무게

▶ 토너먼트 모드(Slope Off, Ⓜ 버튼으로 변환)
1. 전원켜기
배터리 삽입 후

▶ 유의사항
2. 사용 환경 및 사용 방법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저차
실측거리

고저차

User Manual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 슬로프 기본 모드

보정거리(슬로프 모드)

배터리 부족 표시

품질보증서

구입자 성함/연락처
보증 기간

제품 구입 후 1년간 (단, 기타 구성품은 6개월)

교환 및 환불 기간

제품 구입 후 미사용 상태에서 14일 이내

Call : 1577-286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45 수냐빌딩 5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