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부명칭 및 구성품

레이저 LCD 화면 설명

기본 사용 안내
1. 전원 켜기

①

③

건전지 삽입 후 전원(

⑤

④

측정 거리
측정모드

높낮이 표시

2. 모드 변환

유의사항

품질 보증

V-알고리즘™이 적용된 보정 거리를 안내합니다.

실측 거리(직선 거리)를 안내합니다.

1. 본 기기는 비, 구름 등 날씨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 전 안내되어 있는 제품 특성 및 사용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 환경 및 방법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본 기기를 어린이 장난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본 기기는 엄격한 품질관리 및 철저한 검사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 레이저를 사람의 눈에 직접 조사하거나, 본 기기를 통해 태양이나 강한 빛을
보는 경우 시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 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 해드립니다.

토너먼트 모드(NORMAL) → 토너먼트 핀 모드(PIN) 순서로 변환 됩니다.

M(모드) 버튼을 2번 연속 누르면 미터(M) ↔ 야드(Y)로 변환됩니다.
핀 모드

4. 초점 조절

연속적으로 다양한 목표물의 보정거리를

연속적으로 다양한 목표물의 실측 거리를

측정하는 기능

측정하는 기능

5. 렌즈는 코팅이 되어있으므로 청소 시 주의가 필요하며, 렌즈 손상 방지를 위해
손가락 및 거친 소재로 직접 렌즈를 만지지 마십시오.

4. 무상 보증 기간 이내임에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제품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무상 보증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 스캔방법

※ 스캔방법

6. 본 기기를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 더운 날 닫힌 차량 안 또는 히터 등
뜨거운 곳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5. A/S 및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 보증서 및 구입증빙서류(영수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높이 보정 기능

①전원(

레이저

②

⑥

www.voicecaddie.com

구성품

실측 거리 안내

10. 격렬한 움직임으로 인해 파우치가 열려 제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정상적인 사용과 노후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외관 변형과 성능 저하는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원터치 핀 시킹 기능

제품명

핀을 바로 측정하면, 핀 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해

핀을 바로 측정하면, 핀 측정 알고리즘을 사용해

진동과 함께 보정된 거리를 안내

진동과 함께 실측 거리를 안내

건전지

측정(전원

부족 표시

진동과 함께 더욱 정확한 보정 거리를 안내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핀 측정 시

측정(전원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핀 측정 시

진동과 함께 더욱 정확한 실측 거리를 안내

- 본체, 전용 파우치, CR-2 건전지, 사용 설명서, 극세사 천

③ 모드 버튼

⑤ 접안렌즈 및 초점 조절부

② 레이저 발광부

④ 전원 / 측정 버튼

⑥ 건전지 삽입부

* 화면에

아이콘이 표시되면 건전지를 교체해 주십시오.

높이 보정 기능

표시로 변경되면 전원이 꺼질 수 있습니다.
밝기 3단계

밝기 4단계

원터치 핀 모드

제품명

보이스캐디 CL2

주요 기능

V-알고리즘™, 2 컬러 OLED, 6배율, 슬로프 & 토너먼트 모드,

진동 & 알림 기능

V-알고리즘

실측 거리 안내

원터치 핀 모드

진동 & 알림 기능

보이스캐디 CL2

시리얼번호

진동 & 알림, 스캔 기능

구매 일자

사이즈 / 무게

H 34 x V 65.5 x L 103.4mm / 143.7g(배터리 별도)

판매처

측정 범위

약 5 ~ 700 야드

오차 범위

±1 야드

배터리

CR2 - 3V

제조자 / 제조국

㈜브이씨 / 중국

수입자 / 판매자

㈜브이씨

- 롱 키(Long Key)기능

- 롱 키(Long Key)기능

본체
① 레이저 수광부 / 대물렌즈

A/S 센터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145 수냐빌딩 5층
- 전화: 1577-2862

9. 전용 건전지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측정 기능

토너먼트 핀 모드(PIN)

슬로프 핀 모드(PIN)
- 원터치 핀 시킹 기능

*1단계-최저 밝기 ▶ 6단계-최대 밝기
본 제품 상세설명은 보이스캐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can
V-알고리즘

7. 액체나 기타 물질에 의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이 닿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해주시고,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 바로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던지거나, 이물질을 넣거나 분해, 소각하는 등
임의로 변형하지 마십시오.

밝기가 1단계에서 6단계로 변환

동작 알림

직선 거리

연속 측정 기능

)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

및 지형지물 스캔하면 각각의 실측거리정보를 측정

)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②모드(M)버튼 클릭 할 때마다
높낮이

측정(전원

Scan

)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M (모드)버튼을 누를 때마다 OLED 밝기가

1 ~ 6단계로 변환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 및

지형지물을 스캔하면 각각의 보정된 거리정보를 측정

5. OLED 밝기 조절
- 전원(

- 스캔 기능

- 스캔 기능

측정(전원

접안 렌즈의 초점 조절부를 좌우로 돌려 LCD 화면을 선명하게 조절합니다.

스캔 기능

토너먼트 모드(NORMAL)

슬로프 모드(NORMAL)

3. 단위 변환

User Manual

토너먼트 모드

) 버튼을 누르면 LCD 화면이 켜집니다.

M(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슬로프 모드(NORMAL) → 슬로프 핀 모드(PIN) →
측정 단위

슬로프 모드

판매처 연락처
구매자 성함 및 연락처
무상 보증 기간

제품 구입 후 1년간(단, 기타 구성품은 6개월)

교환 및 환불 기간

제품 구입 후 미개봉 상태에서 14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