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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Other names may b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Scan the code to download 
the Bushnell Golf Mobile app 
and register your Pro X3 Laser 
Range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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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Bushnell Golf의 신제품인 Pro X3 Laser Rangefinder를 구매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게임을 신뢰하는 투어 플레이어의 98.6%가 
Bushnell Gol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Pro X3는 골퍼들에게 가장 정확한 비거리를 제공하는, 당사 역사상 가장 진화한 버전입니다. Pro 
X3는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허 받은 악천후 포함 Slope 기술로 코스 주변의 비거리 정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립니다. 
Bushnell Golf Famil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고:	레이저 기기와 마찬가지로,	확대 렌즈로 장시간 방출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품 가이드
 1. Slope Switch
 2. 모드 버튼 
 3. 전원/발사 버튼
 4. 접안 렌즈 디옵터 다이얼 
 5. 배터리 함
 6. 듀얼 디스플레이 버튼
 7. BITE 자석(삽입 사진 참조)

7.	BITE	자석(삽입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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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표시기	   
Pro X3 디스플레이에는 다음의 표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조준 기호(주변의 십자선은 레이저 투과를 나타냄)
 2. 블루투스 켜짐
 3. 앱에 블루투스 연결
 4. 배터리 레벨
 5. 악천후 모드
 6. “플레이 시” 거리(경사/악천후에 따라)
 7. 유닛은 “설정” 모드에 있습니다
 8. 경사*(% 정도)
 9. 가시선 거리
 10. 가시적 JOLT 표시기 링

9

68

4

10

1

2

3

5
7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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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활성화/교체																			                      
배터리 도어 탭을 들어올리고 풀릴 때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배터리 도어를 제거하세요. 

설치한 배터리 활성화하기: CR2 배터리는 Pro X3 새 제품에 미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 위에 설명한 대로 배터리 도어를 제거하세요. 배터리 상단에서 플라스틱 보호 디스크를 
제거하고 배터리 도어를 교체하세요.
다 쓴 배터리 교체하기: 새 CR2 3-볼트 리튬 배터리를 먼저 음극(납작한 부분) 끝부분에 끼워넣은 다음(양극 
끝은 배터리 커버쪽으로 향하도록), 배터리 도어를 교체하세요.  

배터리 레벨 표시기
배터리 표시기(4)는 잔여 동력 수준을 나타냅니다:
•  전체 충전 
•  잔여 배터리 수명의 약 2/3  
•  잔여 배터리 수명의 약 1/3  
•  배터리 표시기가 반짝 거림 -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며 유닛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기본 작동
Bushnell Pro X3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전원/발사 버튼을 눌렀다 떼어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하세요. 디스플레이 아이콘과 숫자가 흐린 
경우, 초점이 맞을 때까지 접안 렌즈를 회전하세요(아래 “접안 렌즈 조정하기” 참조). 다음, 최소 5야드(4.572미터) 떨어져 있는 타겟에 대해 
조준 기호(디스플레이 중앙)를 맞추고 “시준선” 거리가 디스플레이 하단 가까이에 표시될 때까지 전원/발사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아래 “
디스플레이 표시기” 참조). 조준 기호 주변의 십자선은 레이저가 전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범위를 설정하고 디스플레이 된 후에는 전원/
발사 버튼을 놓아도 됩니다. 전원/발사 버튼을 놓으면 조준 기호 주변의 십자선이 사라집니다(즉 레이저를 더 이상 전송하지 않습니다). 

일단 활성화되면 디스플레이가 계속 보이고	10초 동안 최신 거리 측정 내용을 표시합니다.	새 타겟으로 범위를 변경하려면 언제라도 다시	
전원/발사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레이저가 전송되는(활성화되는)	최대 시간은	5초입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아래 버튼을 다시 누르세요.

접안 렌즈 조정하기
Pro X3에는 조정 가능한 Fast Focus 접안 렌즈(+/- 3.5 디옵터 조정)가 있어 단안 광학에서 본 이미지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데이터와 
아이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초점이 맞을 때까지 접안 렌즈를 회전하세요.

레이저 활성화하기		
조준 기호 주변의 십자선은 레이저가 전송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범위가 설정되면 전원/발사 버튼을 놓아도 됩니다. 전원/발사 버튼을 
놓으면 해당 기호 주변의 십자선이 사라집니다(즉 레이저를 더 이상 전송하지 않습니다).

양극(+)이 바
깥쪽을 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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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PE	SWITCH	기술
Slope Switch 기술로 골퍼가 Bushnell의 특허 받은 Slope 기능을 쉽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골퍼가 원할 때 편리하게 
Slope를 활용하여 코스 주변의 보정된 거리 정보를 받고 필요할 때 토너먼트 플레이에 합법적인 USGA 준수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OPE	SWITCH
Pro X3 상단에 있는 Slope 스위치를 슬라이드 하여 Slope를 켭니다. 
Slope Switch를 켰다 껐다 하려면:
 1.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측면 걸쇠를 아래로 당기세요.
 2. 왼손으로 양쪽 측면의 스위치를 뒤로 당겨 Slope를 켜거나 앞으로 밀어  
  Slope를 끄세요.
 3. 측면 걸쇠를 놓아 스위치를 제자리에 둡니다. 

Slope +/- 모드는 타겟 범위 설정 시,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내장된 경사계가 판단한 거리 및 Slope에 따라 자동으로 각도 보정된 
범위를 계산합니다. 이 데이터는 평균적인 클럽 사용 및 공의 궤적을 처리하는 내부 알고리즘 공식과 결합됩니다. 각도 보정된 범위가 
샷의 방향 정보를 제공합니다(즉 경사가 높아지면 거리를 추가하고 낮아지면 뺍니다). Pro X3가 USGA 규칙 14-3을 준수하도록 
Slope 보정 범위 설정 기능은 꺼짐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악천후
Slope 모드를 선택하면 구멍이나 장애물까지의 기울기/경사의 퍼센트 정도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며(조준 기호 안에 깃발이나 다른 
타겟이 있는 경우) 레이저 발사시 일반 “가시선”  거리 아래에 “플레이 시” 보정 거리가 표시됩니다. 모드 버튼을 눌러(요소 켜기 또는 
끄기 간 전환 버튼) 악천후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켜기”는 디스플레이에 악천후 모드 아이콘(  )을 표시합니다. 
악천후 모드가 켜지면 Slope 보정 거리에 골프 코스 중 자신 위치의 기압과 온도 요소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고도가 더 
높은 곳에서 기압이 더 낮아지면서 공이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동일한 출발 조건에서 공을 쳤다고 가정했을 때). 주의: 기기가 
꺼지면 유닛이 가장 최근 사용한 모드로 항상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SLOPE	+/-™	사용법
Slope 스위치를 “Slope 켜기” 위치로 이동하세요. 정보의 두 번째 줄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면서 이제 slope 모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원/발사 버튼을 눌러 깃발이나 다른 대상물까지의 거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범위가 디스플레이 되면 전원/
발사 버튼을 놓으세요. 전원/발사 버튼을 놓았으면 해당 비율 정도와 보정 범위가 숫자의 두 번째 줄, 표준 거리 밑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리가 160야드인데 -3% 경사값이면 Slope 보정(“플레이 시”) 범위는 156야드가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우측): 

악천후 포함	SLOPE	+/-™	의 이점
A. 그림(아래 참조)의 검은 깃발까지의 거리는 160야드입니다. 또한 빨간 깃발까지는 6% 정도의 경사가 있음에도 (오르막 경사) 160
야드입니다. 하지만 골퍼가 160야드에서 이 홀을 플레이 하는 경우, Slope를 고려하지 않으면 공(X)이 홀/깃발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Slope를 고려하여 168야드 샷으로 플레이 해야 합니다. 
B. 아래 이미지를 보면 골퍼가 더 시원한 온도에서 그리고 홈의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의 코스에서 오르막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 
샷에 대한 Slope 및 악천후 보정 거리는 171야드입니다.

슬로프 오프슬로프 온

A. Slope B. 악천후 포함 SLOPE 의 이점

6% 오르막 및 105.3kPa 및 12.7C는 156미터로 

146미터 샷 플레이와 같습니다.

146미터(시선 거리)146미터(시선 거리)

146미터 및 6% 오르막은 153.6미터로 146미터 

샷 플레이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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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JOLT®	포함	PINSEEKER™
깃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고급 모드를 사용하면 더 강력한 신호 강도로, 나무 등의 배경 타겟까지의 거리 
정보를 실수로 제공하는 일 없이 깃발까지의 거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PinSeeker™를 사용하려면 조준 기호 십자선을 거리를 측정하고자 하는 깃발 위로 정렬하세요. 그런 다음 전원/발사 버튼을 길게 누르고 
디스플레이 중앙의 조준 기호가 깃발이나 원하는 대상물 위에 위치할 때까지 영역에 걸쳐 천천히 레이저를 이동하세요. 레이저빔이 
대상물 1개 이상을 인식하면(예: 깃발과 깃발 뒤의 나무 여러 그루) 가장 가까운 대상물(깃발)까지의 거리만 디스플레이 합니다. JOLT 
기술이 짧게 두 번의 리듬을 제공하여 디스플레이한 거리가 깃발까지임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디스플레이 주변의 빨간 원(시각적 
JOLT 표시기)이 활성화되어 레이저가 PinSeeker™를 통해 올바른 타겟의 범위를 설정했는지 확인시켜줍니다. 때로 레이저빔이 경로에서 
대상물을 1개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리를 디스플레이 하지만 대상물을 1개 이상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JOLT 
표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령:	 전원/발사 버튼을 누르는 동안 대상물과 대상물 사이로 기기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의도적으로 레이저가	
여러 대상물을 향하도록 하여 레이저가 인식하는 가장 가까운 대상물만 디스플레이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기가	
꺼지면 유닛이 가장 최근 사용한 모드로 항상 돌아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편이를 위해 기기가 항상	PINSEEKER™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거리 단위:	야드 또는 미터
야드 또는 미터 간 거리 단위를 설정하려면 발사/전원을 눌러 해당 단위를 켠 다음 디스플레이가 깜빡거릴 때까지 해당 모드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해당 모드를 눌러 Y(야드)나 M(미터) 중 전환하세요.  발사/전원 버튼을 눌러 거리 단위를 설정하세요. 

주의:	 빨간 디스플레이를 사용 중이라면 처음 설정해야 할 것은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정은 거리 단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완료하려면 상기 지시를 따르세요.		

듀얼 디스플레이
검정에서 빨강으로 듀얼 디스플레이를 조정하려면 거리 측정기의 좌측 버튼을 누르세요. 

홈 고도
게임하는 동안 악천후 보정 거리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홈 고도 설정을 가장 자주 플레이하는 곳으로 설정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플레이 하든 기압 변화를 조정합니다. Bushnell Golf 앱에서 홈 고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 X3 설정 메뉴에서 홈 고도 설정하기:

 1. Pro X3 상단의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 설정 모드를 입력하세요.
 2. 발사/전원 버튼을 눌러 각 설정을 “ELE” 깜빡거리는 화면으로 이동하세요(오른쪽 참조).
 3. 모드 버튼을 눌러 홈 고도 설정을 입력하세요. 화면이 “Adj” 깜빡거림으로 변경됩니다(오른쪽 참조).
 4. 발사/전원 버튼을 눌러 첫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 결과 숫자가 깜빡거리면서 표시됩니다.
 5. 모드 버튼을 눌러 숫자를 변경하세요.
 6. 올바른 숫자를 선택했을 때 발사/전원을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다음 숫자가 깜빡거리고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숫자가 홈 고도에 맞을 때까지 계속 진행하다가 발사/전원을 눌러 설정하세요.
 7. 발사/전원을 눌러 설정 모드에서 나가세요

듀얼 디스플레이 버튼 블랙 디스플레이 레드 디스플레이

설정은	
Bushnell	
Golf	앱을	

통해서도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집 고도
조정 화면

ELE
0000ft

집 고도
번호 선택 화면

1250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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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NELL	GOLF	앱에 연결하기
Bushnell Golf 앱을 다운로드 하고 
휴대폰에 설치한 후 앱의 지시에 따라 
Pro X3 거리 측정기를 페어링 하세요.  

	 *휴대폰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Bushnell Pro X3를 작동하기 위해 Bushnell Golf 앱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앱을 사용하면 설정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고 
플레이어가 게임과 통계, 코스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능 중 일부는 아래 스크린샷을 참조하세요. 

펌웨어 업데이트
Bushnell Golf 앱 펌웨어를 업데잍 하려면 앱에서 기기 기능 화면의 기기 업데이트를 클릭하세요.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가 있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및 설치됩니다.  

홀뷰 화면

http://app.bushnellgolf.com/install
http://app.bushnellgolf.com/install


79

BITE	자석 마운트	
Pro X3는 하우징 우측에 강력한 BITE 자석이 탑재되어 있어 기기를 골프 카트 바에 안전하게 부착하거나 포함된 가방/벨트 
클립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경고:	기기와 함께 포함된 바이트 기능에는 네오디뮴 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석이 심박 조율기 및 이식된 심장제세 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자석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또한 이 기기를	
착용하는 사람에게 자석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경고하세요.	

•  175º F (80º C) 이상의 온도에 노출되면 자석이 영구적으로 접착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자석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킵니다. 그 결과 TV와 노트북, 컴퓨터 하드 드라이버, 신용카드 및 ATM 카드, 데이터  
  스토리지 미디어, 전자시계, 보청기, 스피커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으로 손상될만한 기기와 대상물로부터 유닛을  
  멀리 두세요.
•  자석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어 피부와 손가락이 끼일 수 있습니다. 유닛을 금속 막대에 부착 시 주의하세요.

청소와 일반 관리	
Bushnell Pro X3 레이저 거리 측정기 렌즈는 최고의 광투과율을 위해 완전히 다중 코팅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 세척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렌즈 세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렌즈 상의 먼지나 불순물을 불어 날리세요(또는 부드러운 렌즈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  먼지나 지문을 제거하려면 제공해드린 극세사 천으로 원모양으로 돌리면서 닦아주세요. 거친 천이나 불필요한 마찰은 렌즈 표면을 
상하게 하여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동봉된 세척 가능한 극세사 천이 일상적인 렌즈 세척에는 가장 좋습니다. 먼저 
렌즈에 입김을 살짝 불어 수분이 있도록 한 다음 극세사 천으로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  좀 더 철저히 청소하려면 사진용 렌트 티슈와 사진용 렌즈 세척액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척액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청소용 천에 묻혀 사용하고 절대 렌즈에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  거리 측정기는 방수가 되지만 폭우나 기타 직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물이나 기타 액체에 담그면 버티지 못합니다.

주의:	디스플레이/내부 구성 요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려면 접안 렌즈에 직사광선이 닫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기에 부착할	BITE	
자석을 카트 막대나 틀에 사용할 때에는 접안 렌즈가 태양이 아닌 땅을 향하도록 기기를 기울이세요.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케이스에 저장하여 보호하세요.				

문제 해결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절대로 분해하지 마세요. 수리가 불가한 손상은 비공식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 받을 수 없습니다. 

유닛을 켜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전원/발사 버튼을 누르세요.
•  확인하고 필요 시 배터리를 교체하세요. 버튼을 눌러도 유닛이 반응하지 않으면 배터리를 고품질의 CR2 3-볼트 리튬 배터리로 교체하세요.  
 
유닛 전원이 꺼지면(레이저 전원을 켜려고 해도 디스플레이에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음):
•  배터리가 약하거나 저품질입니다. 배터리를 새 3-볼트 리튬 배터리로 교체합니다(CR2). 
 
타겟 범위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세요.
•  전원/발사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레이저 리듬을 송수신하는 대물 렌즈(타겟과 가장 가가이 있는 렌즈)를 손이나 손가락 등으로 가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전원/발사 버튼을 누르면서 유닛을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다른 타겟의 범위를 설정하기 전에 마지막 범위 판독 값을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십자선을 사용하여 새 타겟을 조준하고	
새 범위 판독 값이 디스플레이 될 때까지 전원/발사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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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차원 4.75*1.7*3.25 인치
무게 12 온스
범위 설정 정확도 +/- 1 야드까지 정확
범위 5–1300 야드 / 5–1189 미터
확대 7배
대물렌즈 직경 28 mm
디스플레이 듀얼 빨강 및 검정 LCD w/표시 JOLT 표시기 링
동력 3-볼트 리튬 (CR-2)
시야 330 피트 @ 1000 야드 / 110 미터 @ 1000 미터
엑스트라 롱 아이 릴리프 15 mm
출사동 3.7 mm
포함 항목 프리미엄 휴대 케이스 및 CR2 배터리

電気機器・電子装置の廃棄
（EUおよび分別収集制度のあるその他のヨーロッパ各国で適用
されます）
この装置は電気部品・電子部品のいずれか、または双方を含みま
す。そのため、通常の家庭ごみとして処分してはいけません。家庭ご
みとする代わりに、地域自治体ごとに用意されたリサイクル用の回
収所で処理する必要があります。あなた自身の料金負担はありませ
ん。この装置に交換可能（再充電可能）なバッテリーがついている場
合、そのバッテリーも事前に取り外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もし必要であ
れば、その後は関連する規則に従って処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合わせて、この
装置の説明書にある個別の注釈も参照してください）。この件に関する詳しい情
報は、お住まいの地域の行政、お近くのごみ収集企業、または本装置を購入した
店舗で得ることができます。

FFDA	안전성
2019년 5월 8일자 Laser Notice 56에 설명한 바와 같이 IEC60825-1 Ed.3. 준수를 
제외한 21CFR1040.10 and 1040.11을 준수합니다.
주의:	사용자 제어나 조정, 절차가 없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수행하면 비가시 레이저 광선에 액세스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사용자 서비스 가능 제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고객이 열거나 수리해서는 안됩니다.   
 이 제품은 서비스를 위해 제조업체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기기 사양 및 디자인은 제조업체의 사전 통지나 의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CC	공지
이 기기는 FCC 규정 제15조를 준부합니다. 작업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기기가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 (2) 이 기기가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에 동의해야 한다.
이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FCC 규정 제15조에 의거,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용 설치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사용,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장비를 썼다 켜서 확인할 수 있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이 장비가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1개 이상으로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 하세요. 
 •  장비와 수신기 사이에 거리를 두세요. 
 •  수신기를 연결한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비를 연결하세요. 
 •  대리점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기에 사용자 서비스 가능 부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선은 공식 Bushnell 
수리 센터에서만 해야 합니다. 비공식 수선은 기기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규정 제15조에 따라 품질 보증 및 기기 작동을 무효화하게 됩니다. 
사양 및 디자인은 제조업체의 사전 통지나 의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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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nell,™, ®은 Bushnell 아웃도어 제품의 상표를 나타냅니다  

Made in China

http://patents.vistaoutdoor.com

경고:	레이저 기기와 마찬가지로,	확대 렌즈로 장시간 방출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1등급 레이저 제품
EN/IEC 60825-1 2014

이 기기에는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의 면허 면제 RSS를 준수하는 면허 면제 송신기/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이 기기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기기가 원치 않는 기기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어떤  
  간섭이든 동의해야 합니다.

경고:	 규정 준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
은 장비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FCC ID: 2ASQI-202250
IC: 24886-202250

전체 사용자 매뉴얼과 자세한	
작동법,	제품 사용에 관한 질문,	
품질보증 및 수리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을 방문해주세요:		
www.bushnellgolfkorea.co.kr

http://patents.vistaoutdo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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