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메뉴

1. 시작하기

3. 상세메뉴
3.1 경기시작

제품의 2 번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켜세요.

짧게
1

경기시작 아이콘을 누르면 위성 검색 후
자동으로 CC를 찾아 홀 위치가 표시됩니다.
위성 검색 시 표시되는 그래프는 각 위성의
감도를 나타내며 초록색이상의 위성이 4개
이상 20초 가량 유지되었을 때 위성 검색이
종료됩니다.

길게
1

주메뉴로 이동
시계화면
주메뉴

2

간략한 사용 설명서

백라이트 ON
백라이트 OFF

메뉴 선택 : 화면 터치

터치 스크린으로 화면을 이동하면, GPS로
인식한 자신의 위치와 홀의 거리 혹은 화면의
중심점(타겟) 거리를 알수 있습니다.
코스보기

설정

3.3 홀 거리 숫자 화면

H01P4 : 홀 1, 파 4
M
: 기준 거리 Meter, Y는 Yard
L
: 좌그린 위주 거리 표시, R는 우그린
: 세개의 경기시작 화면 중 홀 그래픽 화면임을 알림.
: 화면 BackLight가 켜져 있슴을 알림.
사용되는 LCD는 반사형 LCD이어서 낮에는 BackLight를
꺼도 화면이 잘 보이므로 배터리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반드시 BackLight를 꺼야 함.
BackLight를 키면 전력 소모 과다로 배터리가 급속히 소모됨.
: 배터리 잔량

CC선택

1

3.5 설정 화면
- 글자크기 :
홀그래픽 화면의 타겟점까지 거리와
그린 거리의 글자 크기입니다.

확대

확대축소 영역

자신의 위치부터 그린 뒤끝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린 중앙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린 앞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린 중앙까지의 고저차입니다.

화면 전환

좌우그린을 나타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좌우그린이
바뀝니다.
화면전환 영역

맵스캐디는 플레이를 위해 세개의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화면으로 전환하시려면, 화면의 윗 부분을 한손가락으로
눌러서 좌우로 밀면 화면 전환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홀 그래픽
화면 외에 다음의 두가지 화면이 더 있습니다.
1. 홀 거리 숫자화면
홀의 중앙, 앞, 뒤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알려 주는 화면 (
3.3절)
2. 고저차 화면 (

3.4절)

녹색:그림
이동영역
타겟거리

거리단위입니다. Meter/Yard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단위가 바뀝니다.
겨울철에 옷이나 장갑에 의해 1 2 버튼이 우연히 눌릴
수 있습니다. 이때 맵스캐디가 원치 않는 동작을 할 수
있으므로 버튼의 동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플레이 화면을 유지하세요. 활성화 되면 다음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화면의 버튼을 다시
누르면 기능이 해제 됩니다.

3.4 고저차 화면
타겟점까지의 고저차 모양을
나타냅니다. 안전한 타겟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3.6 동작 인식
시계의 화면은 디스플레이 설정 시간이 경과된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꺼진 화면을 다시 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 디스플레이
화면이 켜졌다가 꺼지는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짧을 수록 전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시계 전원이 더 오래
갑니다.

3. 시계를 수평으로 하기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는 동작(시계 수평)만으로
시계화면이 켜집니다. 수평으로 화면이 켜졌을 때는,
수평에서 벗어나면 화면이 바로 꺼집니다.

- 날자 설정
현재 날자를 설정해 주세요.
- 언어 설정
한글/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설정값 초기화
모든 설정이 공장 초기화 됩니다.
- GPS 초기화
GPS 위성 정보를 지웁니다. 이렇게 하면
위성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타겟거리 : 자신의 위치와 타겟점까지의 거리
와 고저차
가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고저차 보상 거리가 나오고
버튼모양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그린거리 : 자신의 위치와 그린까지의 거리가 나타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타겟점과 그린까지의 거리로 바뀝니다. 다음
샷을 할 지점을 고를 때 매우 유용합니다.이때 버튼모양은
다음처럼 바뀝니다.

번 버튼을 누리면
주메뉴로 돌아갑니다.

- 시계 화면
아날로그 시계와 디지털 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 설정
현재 시간을 시분초 단위로 맞출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맞추신 이후에는
GPS 수신시 마다 정확한 시간으로 자동
셋팅됩니다.

그림 이동 영역에서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찍고 움직이면, 홀
그림이 이동 됩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움직이시면서 타겟점
을 위치시키면,자신의 위치와 타겟점과의 거리가 타겟거리
버튼에 표시됩니다.

그린뷰 버튼을 누리면 그린 주변의 정보를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충전케이블

* 완전 충전시까지 충분히 충전해 주세요. 약 2시간 소요됩니다.

화면의 아래 부분을 한손가락으로 눌러서 좌우로 밀면 홀
모양이 확대 축소됩니다 . 혹은 두 손가락을 그림 이동영역
화면에 동시에 대고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도 축소 확대 가
됩니다.

그린뷰

그린거리

핸드폰 (안드로이드) 충전용 케이블(USB 케이블)을 PC와 맵스캐디에
연결하여 충전합니다. 충전하시면서 PC를 통해 업데이트하시려면
맵스캐디의 전원을 끄신 후에 USB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맵스캐디의
전원을 켜신 상태로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되면서 맵스캐디의 여러
기능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용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축소

타겟점

3.2 홀 그래픽 화면
전원 ON
전원 OFF

자동

홀 그래픽 화면 확대/축소

홀그래픽 화면은 홀이나 위험 지역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주요 화면으로
사용자가 조정하여 원하는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화면
부분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번 버튼

주메뉴

경기시작

충전하기

홀 그래픽 화면의 버튼

2 번 버튼 누르기

2. 화면 터치하기

4. 업데이트
- 홈페이지 (www.mapscaddy.com) 에서 McManager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유의 사항
1. 경기시작에서 위성을 찾을 때 까지 수신 환경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최소 10분 이상 경기시작 전에 경기시작을
실행해 주십시오.
2. 본 제품은 전자기기이므로 고온,다습,충격에 유의해 주시고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3. 제품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일부 형태 및 기능이 변경 또는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 설명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제품과 관련한 상세매뉴얼, 업데이트, 제품구입 및 A/S등
자세한 사항은 www.mapscaddy.com을 참조하십시오.
5.
MAPSCADDY 및 맵스캐디는 ㈜부리멀티미디어의
등록상표입니다.

제품 보증서
1. 당사는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2.아래 보증기간 이내에 정상 사용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www.mapscaddy.com의 Warranty & Repairs 항목을
참조하십시요.
3. 제품의 구입일자 확인이 안될 경우, 제조년월일 또는
수입통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주식회사 부리멀티미디어
A/S 센터 : 1644-1838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2, 후니드빌딩 6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