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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마이크로 화이버
(렌즈 청소 전용)

휴대용 케이스 카라비너

사용설명서CR2 배터리

aim L11 본체

각부 명칭 및 버튼 설명
  

초점 조절

6배율 접안렌즈

전원/측정 버튼

배터리 삽입부

모드 버튼

제품 라벨

대물렌즈

레이저 수신부
슬로프 On/Off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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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모드 기능 작동 시에만 표시

스캔 모드 기능 작동 시에만 표시

고저 차(오르막/내리막)가 보정된 거리

거리 단위 표시(Meter / Yard)

측정 목표 조준용 십자선 

측정 목표 탐색 시 깜빡이고 탐색 성공 시 멈추는 측정 박스

배터리 잔량 표시

레이저로 측정된 직선 거리

목표물의 고저 차(수직 높이, 오르막 +, 내리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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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저 차(Slope) 기능

[슬로프 ON

OFF]

] 
목표물까지 고저 차를 자동으로 보정한 거리를 화면 중앙에 표시
직선거리 및 고저 차(+/-)는 화면 하단에 표시

[슬로프  
목표물까지 직선거리를 화면 중앙에 표시



모드 설정(총 2가지 모드)

H H

전원/측정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핀 모드 켜짐

전원/측정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목표물을 찾을 경우 진동과 함께 거리가 표시 

※  전원/측정 버튼을 길게 누른 상태로 뒤편의 특정 사물(나무)을 향한 후, 다시 핀을 향해 거리측정기를 움직여
       뷰 파인더의 조준용 십자선을 핀에 맞추면 진동과 함께 핀까지의 가장 정확한 거리가 측정됩니다

전원/ 측정 버튼을 �초 이상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ʻ핀 모드’가 켜짐

해당 기능은 �개 이상의 사물이 포착 되었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사물까지의 거리를 제공하고, 
핀 뒤 편 나무나 바위 등 다른 사물이 있더라도 핀까지의 정확한 측정을 하게�해주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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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s when pin mode is activated

Displays when scan mode is activated

Slope-adjusted distance

Distance unit (Meter / Yard)

Targeting Crosshair 

Focus Square (Blinks when searching the target;  
stops when the target is captured) 

Battery Indicator

Straight Line Distance

Height of the Target  (uphill: +, downhi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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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NG THE TARGETING MODES (2 MODES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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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and hold Power/
Measurement button 
to activate Pin Mode

Press the Power / Measurement button to display the distance along with vibration  

Change the targeting modes by pressing the Mode button. 
Modes will change from Standard ↔ Scan.

※  Press the Power/Measurement button once against an object behind the pin (tree), 
      then move towards the pin. Once the pin is found the distance will be displayed and 
       you will feel a slight vibration�

Press and hold the Power / Measurement button for a second to activate Pin Mode�

Pin Mode is used to display the closest target when two or more targets are found, 
even if there are any other objects such as tree or rocks behind the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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ピンモード機能作動時のみに表示

スキャンモード機能作動時のみに表示

目標物までの直線/高低差補正距離

距離単位表示(Meter / Yard)　

測定目標照準用十字線

測定ボックス(測定目標探索中には瞬き、
探索完了時には止まる)

バッテリー残量表示

レーザーで測定された直線距離

目標物の高低差(＋:上り坂 / －:下り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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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源/測定ボタンを長押し
するとピンモードON

電源/測定ボタンを短く一度押すと振動と共に目標物までの距離を表示

モードボタンを押すと「標準モード」↔「スキャンモード」の順に変更されます。

※  電源/測定ボタンを長押している状態でピンの裏側にある特定の物体にビューファインダーの十字線を当てた後、
       ピンに移して十字線を当てるとピンまでの最も正確な距離が測定されます。

電源/測定ボタンを�秒以上長く押すと自動でピンモードON

該当の機能は�つ以上の物体が認識された場合に最も近くの物体までの距離を測定し、
ピンの裏側に木や岩等の物体があってもピンまでの正確な距離が測定できる機能。

[標準モード]

モード設定(2種類のモ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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製品の使用の前に下記の留意事項を必ずご確認してください。

対物レンズやレーザー受信部を目に当てている状態で作動しないでください。

子供の手が届かない場所に保管してください。

製品の表面に液体及び異物が付いた場合、迅速に拭き取ってください。

本製品は生活防水製品であるため、製品内に基準値以上の水が入らないようにご注意ください。

製品を任意に分解しないでください。(ASの対象外になります。)

使用者の過失による破損は無償ASの対象外になります。

故障が疑われる時、確認事項

正格の電池(CR�)を使用してください。
(使用環境によってバッテリー消耗量は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How to Obtain Warranty Service or Other Information

상호명 : ㈜골프존데카
제품명 : GOLFBUDDY AIML��
모델명 : AIML��

제조자/제조국가 : JINHUA LANHAI PHOTOELECTRCITY TECHNOLOGY CO.,LTD

R-R-DET-AIML��

※ If you have any inquiry regarding warranty service, please contact to  the shop where you 
purchased the product

한국
A/S 접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쌍용 IT 트윈타워 A동 ���호 피케이테크  : 
전화번호 : ����-����(평일 오전 ��시~��시, 토/일/휴일 휴무)
홈페이지 : www.golfbuddy.com

USA

Toll-free : ���-���-���� / Fax : ���-���-����
Email : support@golfbuddyglobal.com
Address : ����� Norwalk Blvd. Santa Fe Springs, CA �����, U.S.A. (USA 
Website : www.golfbud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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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PPO EMS, INC. / 중국, 필리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