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이 있으신가요?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Phone: +1.844.692.7226
이메일: starter@arccosgolf.com
웹사이트: arccosgolf.com
質問があります？ Eメール: 
starterjapan@arccosgolf.com







그립에 센서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클럽의 상단부 구멍에 센서를 끼워 
고정시켜 주세요.

클럽에 센서를 
돌려 끼웁니다

클럽에 센서가 꼭 맞을 때까지 돌린 
다음 클럽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검은색 센서는 퍼터용입니다. 나머지 
센서는 아무 클럽에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Arccos Caddie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 아직 계정이 없는 경우 새로 
만들어주세요.

앱 다운로드 및 
계정 만들기





센서가 장착된 클럽을 전부 선택하세요.

클럽 선택

클럽을 모두 선택했다면 '페어링 
시작'을 누르세요.

Arccos Caddie 앱에서 각 클럽을 개별 
페어링하도록 알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페어링 오류를 방지하려면 현재 페어링 
중인 클럽을 제외한 나머지는 골프백에 
보관하세요.

클럽을 페어링하세요

페어링할 클럽을 꺼냅니다.

센서에 부착된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센서를 스마트폰 카메라 앞으로 갖다 
대면 클럽이 자동으로 페어링됩니다.

클럽을 페어링한 후에는 골프백에 다시 
넣은 다음, 나머지 클럽을 계속 
페어링합니다.



Blue, 6,828 y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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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cos Caddie 앱을 실행하고 코스를 
선택한 다음 '라운드 시작'을 누릅니다.

플레이 준비

라운딩을 시작한 후에는 스마트폰을 
앞쪽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Arccos 시스템이 사용자의 플레이 
데이터를 정확히 캡처하려면 샷을 하는 
동안 반드시 스마트폰이 앞쪽 리드 
주머니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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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번 그린을 빠져나오면 라운드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라운딩 종료 후

Arccos Caddie 앱에서 기본 통계를 
살펴보세요.

웹사이트 dashboard.arccosgolf.com
으로 접속하면 개인별 통계 분석 및 
인사이트, 그리고 상세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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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cos Academy(arccosacademy.com)에 
접속하면 Arccos 스마트 센서의 완벽한 활용 
및 Arccos Caddie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정보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RCCOS ACADEMY
를 만나보세요



 

 

•
 

•
 

Apple: 설정 -> Caddie -> 위치 허용 
-> 항상 허용 선택

Android: 설정 -> 앱 -> Arccos 
Caddie -> 권한 허용 -> 위치 켜짐

GPS 위치 정보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플레이 중에는 스마트폰의 전원을 
켠 상태로 앞쪽 리드 주머니에 보관해주세요. 
스마트폰을 카트나 가방 안에 넣어두지 
마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위치 데이터 설정은 '항상' 
옵션으로 선택해주세요. Arccos는 앱을 
사용하는 동안에만 위치 정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설정 변경 방법:

위치



퍼터 센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아주 작은 탭 인 까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퍼터 스트로크 없이 클럽을 과도하게 흔들거나 
충돌할 경우 샷 트리거의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퍼팅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18홀 
라운딩은 통상적으로 충전식 배터리 용량의 
20~50%를 소모합니다.  구형 스마트폰은 
배터리 소모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설정 
정보는 support.arccosgolf.com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마트폰 배터리



Arccos는 Apple Watch series 2 이상의 
기기에 샷 감지 기능을 지원하며, 모든 Apple 
Watch 모델 및 일부 Android Wear, 삼성 
웨어러블 기기에 GPS 기능을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웨어러블 기기의 전체 목록 및 
최적화 설정 정보는 support.arccosgolf.com 
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웨어러블



자동 멀리건은 연습 스윙과 마찬가지로 5야드 
반경 이내의 동일 장소에서 치는 모든 샷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한 번의 샷으로 
표시됩니다. 단 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멀리건 및 연습 스윙



클럽을 떨어뜨리거나 딱딱한 표면(지면)에 
세게 내리치면 센서가 이를 샷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클럽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여러 개의 클럽을 동시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 샷 기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클럽을 거꾸로 
(그립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 센서가 수면 
모드로 변경됨) 보관 이동하거나, 다른 쪽 
손에 들고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럽을 항상 거꾸로 
보관하십시오



주의: 어린이가 센서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센서에는 날카로운 
부속(골프 클럽에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이 
포함되어 있으며 버튼 셀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삼킬 경우 즉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에 관한 관련 
정보는 수신자 부담 (202) 625-3333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주의로 제품을 삼킬 
경우 심각한 손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해할 경우 폭발, 내용물 유출, 또는 
화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분, 불, 고온에 
노출될 경우 방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는 즉시 적절히 폐기해야 
합니다. 센서 설치 및 배터리 교체 방법은 
iPhone 앱을 참고하십시오. 캘리포니아만 
해당: 퍼콜레이트 소재 – 특수 취급 요망.

이 기기는 Industry Canada 라이선스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본 기기의 작동에는 
다음의 두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1) 본 기기는 어떠한 간섭도 초래해서는 
안되며, (2) 본 기기는 기기의 작동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도 
수용해야만 합니다.



FCC 규정 준수

본 기기는 미국 FCC 규정 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전파방해 효과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본 
기기는 모든 전파방해 수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원하지 않는 형태의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종류도 
포함됩니다.

알림: 본 장치는 시험을 거쳐 Class B 디지털 기기 한도를 
준수하고 있으며 FCC 규정 파트 15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도 요건의 설정은 주거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 전파방해에 대해 충분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기기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사용하고 발생시키며, 적절한 사용 안내 방법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해한 전파방해 유발로 무선 통신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설치 상황에 방해전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본 기기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있어 방해전파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기를 켜고 끔으로서 알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해전파 중단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바꿔보세요.
•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띄워보세요.
•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전기 단자가 아닌 다른 콘센트 

단자에 본 장치를 연결해보세요.
• 도움이 필요할 경우 판매점 또는 라디오나 TV 전문가에게 

꼭 문의하세요.

경고: 호환성 여부를 책임지고 있는 측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나 개조 시 사용자는 본 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보증 정보는 arccosgolf.com/warranty 및 
Arccos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ccosgolf.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