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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755  
 

 

사용자 설명서 

 
[사용자 안내문] 
B 급 기기(가정용방송통신기기) 
이기기는 가정용(B 급)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장치를 직접 수리하지 마십시오. 직접 장치를 수리하려 한 경우에는 

무상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이장치는 방수성능(IPX-6)을 만족하지만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제품 보증  

GPS755 는 구매 후 1 년 이내의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제품 자체의 

하자에 의한 불량에 대해서는 무상 보증 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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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아센코리아의 GPS755 를 구매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GPS755 는 

스포츠 용도로 설계되어 소모 열량 계산기능과 위치 찾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형의 가벼운 스포츠용 GPS 제품입니다. 이에 더해서 

GPS 좌표 저장 및 계산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능 

• 현재 위치 좌표 보기 

• 페이지 자동 넘김 

• GPS 신호가 없을 때 설정된 시간에 자동 전원 끄기. 

• 5 개의 저장된 장소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위치 찾기 기능  

• 폰트 크기 조절이 가능한 아날로그 속도계 디스플레이  

• 소모열량 계산을 위한 3 가지 스포츠 모드  

• 오토로그(GPS 위치 확정 후 자동로그시작)  

• 원 터치 관심위치 (POI) 저장 

• 다국어 지원 

• 시간대 설정 지원 

• 12:00 과 24:00 시간 표시 형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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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외형 

정면 

 

 

 

 

 

 

 

 

 

 

 

뒷면 

 

거치대 장착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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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버튼 설명 

버튼 아이콘 기능 

입력/전원 버튼 

 

전원 켜기, 끄기,  

선택. 

백라이트  

메뉴 

종료  

백라이트 켜기,  

메뉴 보기,  

서브메뉴 빠져나가기. 

좌측 이동/ 

저장, 지우기  

커서를 좌측으로 이동,  

로그를 사용기록에 저장하기 

메인 화면 데이터 지우기. 

우측 이동/ 

로그시작, 정지  

커서 우측으로 이동 

기본 화면에서 누르면 로그 기록 시작, 

다시 누르면 로그기록 정지 

 

미니 USB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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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이동/ 

위치 찾기  

메뉴 화면에서 누르면 위쪽으로 선택 

이동, 기본화면에서 누르면 위치 찾기 

기능 진입. 

아래쪽 이동/ 

정보창 표시   

메뉴 화면에서 누르면 아래쪽으로 선택 

이동, 기본화면에서 누르면 운행 정보창

이동.  



                                                GPS755 

GPS 전문기업 ㈜아센코리아                                 5 

액세서리 
 

아래의 액세서리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동봉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판매자 에게 연락바랍니다.  

 
GPS 755 

 

USB cable 

 

Quick Guide 

 

CD Rom 

 

Bike mount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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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충전하기 

가정용 충전기 사용  
1. 미니 USB 케이블을 가정용 충전기 및 GPS755 의 미니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가정용 충전기를 전원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충전 중에는  표시가 보입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표시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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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마운트 장착 

자전거 마운트는 자전거의 핸들 바에 설치하고 GPS755 를 장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브라켓을 브라켓 홀더에 끼웁니다. 
 

 
 

2. 두개의 케이블타이를 브라켓홀더의 홈을 통과하여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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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무판을 마운트아래에 놓고 자전거 마운트를 케이블타이 

2 개를 사용하여 자전거 핸들바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4. GPS755 를 마운트의 윗쪽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넣습니다 

 
 

 ※ 케이블타이는 재사용 가능합니다. 

풀려면 이곳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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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연결하기 

1. 미니 USB 케이블을 GPS755 의 미니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USB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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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드라이버 설치 

1. 설치용 CD 를 컴퓨터의 CD 드라이브에 넣으면 자동으로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CD 안의 Autorun.exe 
파일을 실행하여 주십시오.  

 
2. 설치를 하시려면 Next 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License Agreement 

화면이 나타납니다 

 
3. “I accept the terms of the license agreement”를 선택하시고 

Next 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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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 폴더에 드라이버를 설치 하시려면 Next 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폴더를 변경하시려면 Change 를 클릭하시고 폴더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Next 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5. Install 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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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드라이버 설치를 위하여 Install 을 클릭하시거나, 폴더를 

변경하시려면 Change Install Location 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7.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OK 를 클릭해 주십시오. 

 

 

8. Finish 를 클릭하시면 설치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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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755 사용법 

전원켜기 

[전원 버튼: ]을 LCD 에 시작화면이 보일 때까지 눌러 주십시오. 

전원끄기 

[전원 버튼: ]을 LCD 가 꺼질 때까지 눌러 주십시오. 

메뉴 
[매뉴버튼: ]을 누르면 메뉴 화면이 
뜹니다. 다시 [매뉴버튼] 을 누르면 메뉴 
화면에서 빠져나갑니다. 
메인메뉴: 메인메뉴에는 5 가지의 메뉴가 
있습니다. [위쪽버튼: ]/  
[아래버튼: ]을 사용하여 메뉴를 선택 
하시고 [선택버튼: ]을 누르면 하위 
메뉴로 진입합니다. 하위메뉴: [방향버튼]을 사용하여 메뉴를 
선택하시거나 조정을 하시고 [선택버튼: ]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LCD 화면 표시 
LCD 화면에는 운행관련 정보를 보여드립니다. [정보창버튼: 

]을 누르시면 다른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자동 페이지 
넘김을 사용하시면 자동으로 화면 페이지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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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계: 일반차량의 속도계와 같은 

아날로그 형태의 속도계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폰트 크기 및 “속도+운행시간”, 

“속도+현재시간” 혹은  “속도 

+이동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도: 최대 속도와 평균속도 표시.  
 
 
 
 
 
거리와 시간: 구간시간과 

거리표시. 
 
 
 
 
고도: 고도와 고도증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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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열량 정보: 구간 칼로리와 금일 전체 

칼로리 표시 
 
 
 

 
지구 환경: 차량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CO2 발생 저감량 및 나무심은 숫자를 

표시합니다. 
 
 
 
 
위치찾기:  는 저장된 좌표 위치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표시합니다.  
위치 찾기 기능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안내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위치 목록 번호를 의미함 

 1:Home 2.Parking … 

 

 
위치목록: 위치찾기 기능에서  

[선택버튼: ] 을 누르면 각각의 

위치를 좌표로 설정할 수 있는 5 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1. [위/아래버튼]으로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르면  

명칭변경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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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버튼: ]을 누르면 위치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명칭의 변경은 [위/아래버튼]으로 
 커서를 이동하고  [왼쪽/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철자를  

선택합니다. 영문만 가능합니다. 
 

 

 

 

 

좌표표시: 위치찾기 기능에서  

[위치찾기 버튼: ]을 누르면 현재 

위치 좌표와 찾는 위치의 좌표를  

표시합니다  
 
 
 
 

 

1. [왼쪽/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치 

찾기 목록의 위치들을 차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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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버튼: ]을 누르면 목적지  

위치 좌표를 직접 입력이 가능  

합니다.   
 

3. [왼쪽/오른쪽 버튼]으로 커서를 

이동하고 [위/아래버튼]으로 원하는 

숫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 후 

[선택버튼: ]을 눌러 주세요.  
 

상태 아이콘  

스포츠모드 , 자동 정보창 , 관심위치 기록 , 백라이트 

, 위성상태 , 메모리 모드 , 그리고 배터리 상태 

를 표시하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로그시작/정지버튼: ]을 선택하면 사전에 설정된 스포츠모드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상단에 표시되며 로그 기록이 시작됩니다. (스포츠 

모드설정은 [메뉴/빠른 설정]에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그시작/정지버튼: ]을 다시 선택하면 로그 기록이 정지되고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스포츠모드 아이콘:  

 자전거 모드 

  달리기 모드 

 걷기 모드 

 차량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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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위치 기록 아이콘: 
 관심위치가 기록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5 초간 보이고 사라집니다. 

로그 기록모드에서 [선택버튼: ] 을 누르면 기록됩니다.  

 
백라이트 아이콘: 

 백라이트가 켜졌음을 표시합니다. [백라이트버튼: ]을 
잠시 누르고 있으면 백라이트가 켜지면서 LCD 화면에 표시됩니다. 
켜짐 시간 설정으로 해두셔도 백라이트 표시는 나타납니다. 

 

위성모드 아이콘: 

 GPS 위성이 fix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GPS 위성을 찾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메모리 상태 아이콘: 

 메모리 모드: 로그데이터의 메모리 덮어쓰기 상태를 표시합니다.  

 기록정지모드: 로그 메모리의 남은 용량을 표시합니다  

 

배터리 상태 아이콘: 

 배터리 만충 상태를 표시합니다 

 배터리 충전중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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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음을 표시하며 5 분마다 나타납니다. 아무 

키나 누르면 알림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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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동작 

GPS755 사용 전에 사용법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설정 

빠른 설정 기능은 거의 모는 설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매뉴버튼: 을 눌러 메인 메뉴로 

들어가서 빠른 설정을 선택하면 설정이 시작되며 Q1. 

스포츠모드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Q1 스포츠모드: 
  

1. [위쪽버튼: ]/ [아래버튼: 

]을 사용하여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3. Q2. 체중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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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체중:  
  

1. [방향버튼]을 눌러 커서를 

원하는 곳에 위치 시킵니다.. 

2.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숫자를 

선택 합니다.  

3. [선택버튼: ]버튼을 누릅니다.  

4. Q3. 누적주행거리 화면이 

나타납니다. 
 

Q3 누적 주행거리:  

1. [방향버튼]을 눌러 주행기록계를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버튼을 

누릅니다. 

3. 설정완료 되었습니다. .  

 

4. [선택버튼:  ]를 누르면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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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록 

사용기록 기능은 저장된 로그의 거리, 시간, 최대속도, 

평균속도, 소모열량, 고도증감 등을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대 10 개의 사용 기록이 저장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록을 보시려면: 

  

1. [매뉴버튼: ]을 눌러 

메뉴로 이동. 

2. [방향버튼]으로 사용기록 선택. 

3.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누적주행거리 
누적주행거리 1, 누적주행거리 2 와 총 

주행거리를 표시합니다. 

누적주행거리 1 과 2 를 초기화하여도 

전체 주행거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구환경 보호 

CO2 저감 량과 나무심은 숫자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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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록 

[선택버튼: ] 을 누르면 사용기록 화면이 나타납니다.  
은 현재 보고 있는 사용기록의 저장한 시점을 나타냅니다. 

최대 10 개의 사용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방향버튼]으로 다른 사용기록 

저장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2. [아래버튼: ]으로 아래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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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록의 저장 

 1. 초기화면(속도계화면)에서 [로그시작/정지버튼: ]을 

누르면 로그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2. 다시 [로그시작/정지버튼: ]을 누르면 로그 기록이 

잠시 중지되고 다시 누르면 기록을 다시 시작합니다. 

3. 로그를 사용 기록으로 저장하고자 하면 [저장: ]을 

누르고, [선택버튼: ]을 누르면 현재까지의 사용기록이 

메모리에 저장이 완료 됩니다. 
 
사용기록의 잠금(삭제방지): 

1. 잠금을 위해서는 사용기록에서 

[선택버튼: ]을 누르고 잠금에서 

다시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2. 잠금을 해제하려면 화면에서 

아이콘이 보이면 [선택버튼: ]을 눌러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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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설정 
시간, 속도, 거리에 따른 알림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별표는 

현재 설정된 항목을 표시합니다. 
 
알림 설정 방법:  

1. [매뉴버튼: ]을 누릅니다. 

2. [방향버튼]으로 알림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선택버튼: ]을 눌러 알림 설정 메뉴로 진입합니다. 

4. 메뉴에서 시간, 속도, 거리, 알림 초기화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간 알림 설정: 

i.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을 

눌러 커서를 이동합니다.  

ii.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을 

눌러 원하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시:분:초) 
 

속도 알림 설정:  

i.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을 

눌러 커서를 이동합니다.  

ii.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을 

눌러 원하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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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알림 설정: 

i.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ii.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을 

눌러 원하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알림 조건과 일치 할경우 (예, 속도 20Km 로 알림 설정후 
20Km 이상 주행시) 아래의 표시가 화면 하단에 나타납니다.: 

•  
 
(지정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지정된 거리에 도달하였을 때) 
 
 
(지정된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버튼을 누르면 위의 표시가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알림 메뉴에서 알림 초기화를 선택하면 초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1. 알림 초기화 선택.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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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리 모드 
칼로리 기능은 스포츠모드와 체중 입력모드를 포함합니다.  
스포츠 모드 설정 
칼로리 계산을 위해 스포츠 모드를 

선택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체중 설정 
칼로리 계산을 위해 자신의 체중을 

입력 합니다 

1.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이동합니다.  

2.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3.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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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정기능에는 일반설정과 

시스템설정이 있습니다.. 

 
 
 
 
일반설정 

하위메뉴로 기본화면, 백라이트, 자동페이지 넘김, 로그 조건, 

로그 자동 시작, 로그 메모리 모드, 자동 전원 꺼짐이 

있습니다.  
 
 
 
 
 
 
 
 
기본화면: 
기본 화면에 표시되는 속도계 방식을 설정 합니다. 아날로그 

속도계 또는 디지털 속도계 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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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표시 

모드를 선택 합니다.  
 
 
 
 
 

2. [Yes] 를 선택하면 메인화면은 
아날로그 속도계로 보입니다. [No] 
를 선택하면 Display type 에서 

선택한 형식으로 메인화면이 

보입니다.  
 
 

3.  Display Type 에서는 3 종류의 
표시방식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4. 속도+ 랩타임으로 초기화면 설정 
후 초기화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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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 설정:  

1. [선택버튼: ]으로 메뉴에 

진입합니다.  

2.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3. [선택버튼: ]으로 설정합니다.  
 
자동 페이지 넘김: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수동 

넘김 혹은 자동 페이지 넘김 

시간 간격을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으로 설정 

합니다.  
 

로그 조건:  
시간 혹은 거리로 로그 간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시간 간격 설정: 

1.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으로 

커서 위치를 조정 합니다. 

2.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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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간격 설정: 

1.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으로 

커서 위치를 조정합니다.  

2.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로그 자동시작  

로그 자동 시작 기능은 위성 신호수신 

이 정상으로 시작되면 자동으로 로그를 

저장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Yes 

혹은 No 를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로그 메모리 모드 
1. 덮어쓰기： 메모리 용량의 저장 

한계에 도달하면 오래된 로그를 

지우고 새로운 로그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과거 로그가 

지워짐에 주의하세요.  
2. 로그정지: 메모리 용량의 저장 

한계에 도달하면 로그저장이 정지됩니다. 더 이상 

로그가 저장되지 않음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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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전원 꺼짐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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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시스템 설정 하위메뉴에는 모든 로그 삭제, 시간 표시, 시간 

대역 설정, 표시 단위, 언어, GPS 초기화, LCD 밝기, 누적 

주행거리, CO2 초기화, 장치 초기화 메뉴가 있습니다..  
   
 
 
 
 
 
 
 
모든 로그 삭제: 

1. 모든 로그 삭제 선택. 

2. [선택버튼: ]을 누르면 모든 

로그가 삭제 됩니다. 
 
 

 
시간표시 설정 

1. 시간 표시 선택. 

2. [위쪽,아래쪽 방향버튼] 

으로12:00:00혹은 24:00:00 선택 

3.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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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대역 설정 

1. 시간 대역 설정 선택. 

2.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시간대 설정(한국은 

UTC+09:00 입니다)  

3.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표시 단위 설정 
화면에 표시되는 단위를 설정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km/m/kg 혹은 mi/ft/lb 선택.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언어설정 
화면에 표시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언어를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GPS 초기화  
위치를 확정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경우에 GPS 를 초기화하여 위성 

신호를 다시 잡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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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밝기 
LCD 밝기 선택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LCD 밝기 값을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누적주행거리 
자동차의 주행거리계가 저장되는 방식으로 누적 주행거리 1, 

2 는 총 누적 주행 거리를 기록 저장합니다.  
 
주행기록은 아래 중 한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합산됩니다.: 

(1) 누르면 주행거리가 합산됩니다  

(2) 전원이 꺼지면 합산됩니다.  
(3) 배터리 전원이 낮을 때. 

1. Up/Down 버튼으로 주행기록계를 선택합니다.  
2. enter 버튼으로 저장합니다. 

 
 주행기록계 초기화 

Reset All 은 주행기록계를 초기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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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기록계 1 / 2 편집 
주행기록은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으로 

커서 위치를 조정합니다 

2.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CO2 초기화 

‘CO2 저감’ 그리고 나무 숫자 초기화  
 
 
 
 
 
장치 초기화 
장치를 공장 출하값으로 초기화; 

1. 장치 초기화 선택.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공장초기화를 하면 모든 사용기록은 

없어지지만 로그는 남아있습니다.  

3. 화면은 초기설정으로 

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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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설정 
장치를 초기화하면 초기설정 메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순서에 따라서 설정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LCD 밝기, 언어설정, 단위설정, 시간표시 설정, 시간대역 

설정, 자동페이지 넘김, 체중 설정, 스포츠 모드 설정.. 
 
LCD 밝기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LCD 밝기 값을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언어 설정 
화면에 표시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언어를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단위설정 
화면에 표시되는 단위를 설정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km/m/kg 혹은 mi/ft/lb 선택.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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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시 설정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12:00:00 혹은 24:00:00 선택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시간대역 설정 
한국은 UTC+09:00 입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시간대역을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자동페이지 넘김 설정  
선택한 시간에 따라 화면표시가 속도, 
거리, 고도, 칼로리, CO2 로 자동 

변경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시간 혹은 수동페이지 

넘김을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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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설정 
소모열량 계산을 위하여 체중을 

입력합니다. 

1. [왼쪽,오른쪽 방향버튼]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2.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3.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스포츠모드 설정 
소모열량 계산을 위하여 스포츠모드를 

선택합니다.  

1. [위쪽,아래쪽 방향버튼]으로 

원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2. [선택버튼: ]을 누릅니다 
 
스포츠모드 아이콘은 로그 저장이 시작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스포츠모드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면 로그 정지상태입니다..  

자전거 모드: 자전거를 탈 때 선택. 

     달리기 모드: 달리기를 할 때 선택 

  걷기 모드: 걷기를 할 때 선택 

 차량 모드: 차량모드에서는 열량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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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생시 
제품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A/S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문제현상 해결 방안 

전원 켜지지 않음 배터리 전원이 부족합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다시 켜십시오.  

화면 
화면이 보이지 

않음 / 

화면이 너무 
느림 / 

화면이 변하지 
않음 

전원이 켜진 후 장치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면:  

1. 충전기 연결 후 재 시작  

2. [선택버튼: ] + 

[로그시작/정지버튼:  키를 

동시에 눌러 강제 리셋을 해서 

재구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GPS 현재 위치가 

표시되지 않음 
주변 상황에 따라 GPS 위치를 확정 

하기까지 수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 혹은 하늘이 보이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GPS 신호는 실외에서만 수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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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제품을 떨어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충격을 받으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온도 변화를 피해 주십시오.  
추운 날 갑자기 따듯한 실내로 들어가면 응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손상을 입히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런 온도변화 전에 밀봉이 가능한 플라스틱 백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보관해 주십시오 

보관 혹은 사용 중에는 강한 자장을 발생하는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관 혹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온도 

제품의 사용 가능 온도는 -10°C ~ 60°C 사이입니다. 사용온도 

조건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해 주십시오.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화면 청소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화면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종이의 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분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분해하실 경우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보관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습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장기간 보관 시에는 건조한 박스에 보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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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환경에는 보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1. 환기되지 않는 습한 장소 
2.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차창 근처.  
3. 습도 90% 이상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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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GPS chip 

Chipset: MTK 3318 

Cold start: 36 초 

Warm start: 33 초 

Hot start: 1 초 

Update Rate: ＜1 초 

크기 81.7x 54x 22 mm 

중량 ＜72g 

배터리 충전형 1050 mAh 리튬 이온 배터리 

버튼 6 버튼: 메뉴/종료, 좌측, 위쪽, 아래쪽, 우측, 

입력/전원 

안테나 패치 안테나 내장형 

PC 연결/충전 미니 USB 

화면 4 단계 조절 LCD 

크기: 33.5 × 33.5 mm, 1.8" 

해상도: 128 ×128 픽셀 

온도 환경 동작온도: -10°C to 60°C 

저장온도: -20°C to 70°C 

지원언어 다국어 지원 (기본. 한국어/English.) 

방수등급 IPX-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