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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2초동안 누르고 있으면 전원을 ON/OFF할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주행 중(기록 중)에는 조명을 ON/OFF할 수 있습니다.

MENU 메인 화면에서 누르고 있으면 MENU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ENU 화면에서 위로가기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주행 중에는 데이터 표시줄의 스크롤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LAP 메인 화면에서 누르면 기록을 시작합니다.
주행 중 누르고 있으면 멈춤 및 종료 메뉴 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ENU 화면에서 아래로가기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주행 중 짧게 누르면 구간별로 기록됩니다.

시작하기

버튼

짧게 누름

누르고있기

전원On/Off 

조명

메뉴

스크롤

멈춤

주행 시작/구간 기록 

Ride Screen Button Functions  



시작하기

짧게 누르기

길게 누르기

선택

위로가기 

아래로가기

메뉴 화면에서의 버튼 기능

화면 아이콘

GPS 상태  건전지 상태



처음으로 GPS를 사용하기전에 완충하시고,

을 방문하여 사용자의 GPS 장치를 최신화시켜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lezyne.com/gpsroot/gps_downloads.php

 
 

1. 외부 습기를 제거합니다.

 
2. 하단의 USB 커버를 열어줍니다.

 
3. micro USB 케이블과 장치 및 컴퓨터의 USB 포트를 연결합니다.

      
되도록이면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Lezyne 케이블을 이용해주세요.

 
만약 제품 화면에 충전 마크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다른 USB 포트에 연결을 시도하시기바랍니다.

충전을 위해 USB 커버 개방

Mounting tabs 

시작하기

충전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X-Lock 마운트: 
 
 1. 마운트 하단 부분과 고무심을 조립합니다.
 2. 동봉되어 있는 X-Lock 마운트는 두개의 밴드로 고정되어 
    안전하게 핸들바의 원하는 위치에 장착됩니다.

  
     
 
GPS를 X-Lock 마운트에 연결 : 
 
 1. 마운트와 장비 후면의 X부분을 맞춥니다.
 2. 아래로 누르면서 GPS를 회전시켜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합니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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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전원 켜기

전원을 키려면 2초동안
버튼을 눌러 주세요.

GPS 위성 신호

주행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GPS 신호를 잡아야합니다. 약 30~90초 정도 소요됩니다.
신호를 잡기위한 최적의 조건: 

 1. 개방되어 있고 장애물이 없는 공간으로 이동

 2. 하늘과 차단되어 있지 않은 곳에 GPS를 위치

 3. GPS 상태 점이 모두 채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 GPS 신호가 잡히기 전에 주행을 시작하려하면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GPS 신호

시작하기

왼쪽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록이 멈추면서 기록을 종료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좌측 ENTER 버튼을 눌러 RESUME 을 선택하면 다시 주행 기록 화면으로 돌아가며, 그밖의 선택 사항은
우츤 상단 및 하단 버튼을 눌러 스크롤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행 기록을 종료하려면 END를 선택한 후 “SAVE(저장)” 또는 “DISCARD(저장안함)”을 선택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 

주행 기록 시작

주행 기록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1. 기록을 시작하기 전 적어도 하나 이상의 GPS
신호 도트가 채워져 있어야합니다. 

2. 우측 하단의     버튼을 누르면 기록이 시작
됩니다

3. 주행 데이터는 타이머와함께 기록됩니다.
 

4. 주행 중      버튼을 누르면 다른 주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행 기록을 종료 또는 멈추려면
길게 누르세요.

주행 기록 종료하기

시작하기



컴퓨터로 주행 기록 업로드

1. GPS 하단 USB 포트 실을 개방합니다.
2. Micro USB 케이블로 GPS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3.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폴더와 함께 GPS USB 드라이브를 인식합니다.
4. 컴퓨터가 GPS를 인식하면, 인식된 폴더 안의 Activities 폴더에

.fit 확장자로 사용자의 주행 기록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파일을
                                           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lezyne.com/gpsroot
 

 

시작하기

USB 실(보호마개)

다양한 환경과 대기 조건에서 USB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마개를 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 
양측면이 완전히 닫혀있어야합니다. 

GPS 장치 업데이트

GPS 기기 펌웨어 업데이트는 아래 주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lezyne.com/gpsroot/gps_downloads.php 
 
  



레이아웃 표시

3가지 화면 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2 Lines of Data(2줄표시) 
• 3 Lines of Data(3줄표시)  
• 4 Lines of Data(4줄표시)  

화면 분할을 변경할 수 있지만 분할에 표시되는 필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화면 분할)을 변경하려면 :

1. 메뉴 화면에서 SCREEN을 선택(ENTER)한 후 LAYOUT 선택(ENTER)
2. 우측 상,하단 버튼을 이용하여 스크롤한 후 원하는 분할 화면을 선택(ENTER)합니다.

화면 설정

2 분할 3 분할 4 분할  

Speed 

Scroll Data 

Speed 

Timer 

Scroll Data 

Speed 
Timer 
Distance 

Scroll Data 

메뉴 화면

메인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필드 화면 설정

필드 설정 화면(MENU->SCREEN->FIELDS)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화면 하단 라인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별로 보이기/감추기를 선택
할 수 있으며, 기본은 모두 보이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화면설정

단위 설정

단위 설정 화면(MENU->SCREEN->Unit Format)에서 Miles(마일) 또는 Kilometer
(킬로미터) 중 사용자가 원하는 단위 표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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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목록
Trip 1 
Trip 2 
Ascent(오르막) 
Descent(내리막) 
Avg Speed(평균 속도) 
Max Speed(최대 속도)
Calories(칼로리) 
Odometer(오도미터)
 



화면 밝기

밝기 설정(Menu->Screen->Brightness)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조명을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 설정에서 INCREASE(증가) 또는 DECREASE(감소)를 선택하여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정이 완료되면 BACK을 선택합니다.

화면 설정

시간 설정  

시간 형식  

시간 형식 설정(Menu->Time->Time Format)에서는 12시간 또는 24시간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표시 방식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2hr 또는 24hr 옵션을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각대 설정 

시간 설정

섬머타임 설정  

시각대 설정(Menu->Time->Time Zone)에서는 사용자 지역과 가장 가까운 시각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Tokyo를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눌러주세요.

섬머타임 설정(Menu->Time->Daylight Sav)에서는 사용자의 지역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Yes 또는 No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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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구분  

사용자 설정

언어선택

활동 구분(Menu->Personal->Sport Type)에서는 Road 또는 MOUTAIN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맞는 자전거 주행 종류를 선택합니다.
 

언어 설정(Menu->Personal->Language)에서는 GPS에 표시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 선택 후 GPS 기기의 메뉴 및 기타 설명은 모두 해당 언
어로 변경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ENTER 버튼을 눌러주세요. 

15 



체중 설정

사용자 설정

나이 설정

사용자의 나이는 칼로리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 설정(Menu->Personal->Age)를 선택한 후 Increase(증가) 또는 Decrease
(감소)로 나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중 역시 칼로리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중 설정(Menu->Personal->Weight)를 선택한 후 Increase(증가) 또는 Decrease
(감소)로 나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별 설정

사용자 설정

신장 설정

사용자 신장은 칼로리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 설정(Menu->Personal->Height)를 선택한 후 Increase(증가) 또는 Decrease
(감소)로 숫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성별은 칼로리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별 설정(Menu->Personal->Gender)를 선택한 후 Male(남성) 또는 Female
(여성)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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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시작/멈춤 설정

자동 알림 설정

스크롤 설정

데이터 라인 하단의 자동 스크롤 설정(Menu->Auto->Scroll)은 주행 기록 중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다양한 정보를 자동으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On(켜기) 또는 Off(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작/멈춤 설정(Menu->Auto->Pause)는 주행 기록 중 사용자가 일정
시간이상 멈춰있을 때 자동으로 기록을 멈춰주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주행을
시작하면 다시 기록합니다. On(켜기) 또는 Off(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명 설정

자동 알림 설정

구간 알림 설정

구간 알림 설정(Menu->Auto->Lap)은 시간 또는 거리에 대한 목표에 도달했을 때
팝업창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Time(시간) 또는 Distance(거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옵션 선택시 목표 시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도록 Increase(증가)
Decrease(감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Off를 선택하면 초기 상태(구간 알림 Off)
로 돌아갑니다.

조명 설정(Menu->Auto->Light)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동으로 조명을 On(켜기)
또는 Off(끄기) 할 수 있습니다. On(켜기) 또는 Off(끄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시간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주행 거리 알림 설정

주행 거리 알림 설정(Menu->Alert->Ride Distance)는 사용자가 설정한 주행
거리에 도달했을 때 알림창을 띄어줍니다. 주행 거리는 Increase(증가) 또는
Decrease(감소)로 조절할 수 있으며, 초기화(Off상태)로 돌아가려면 옵션 중
Off(끄기)를 선택합니다.

주행 시간 알림 설정(Menu->Alert->Ride Time)는 사용자가 설정한 주행
시간에 도달했을 때 알림창을 띄어줍니다. 주행 시간은 Increase(증가) 또는
Decrease(감소)로 조절할 수 있으며, 초기화(Off상태)로 돌아가려면 옵션 중
Off(끄기)를 선택합니다.



알림 설정

칼로리 알림 설정

칼로리 알림 설정(Menu->Alert->Calories)는 사용자가 설정한 칼로리 목표에
도달했을 때 알림창을 띄어줍니다. 칼로리는 Increase(증가) 또는 Decrease
(감소)로 조절할 수 있으며, 초기화(Off상태)로 돌아가려면 옵션 중
Off(끄기)를 선택합니다.

기록  

모든 기록 삭제 

모든 기록 삭제(Menu->Records->Erase All)은 사용자가 장치에 기록한 모든
주행 기록을 삭제합니다. Yes(삭제) 또는 No(삭제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록  

가장 오래된 기록 삭제 

메모리  

사용자의 주행 기록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줍니다. 표시된 시간만큼 더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 삭제(Menu->Records->Erase Oldest)는 사용자가 장치에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을 삭제합니다. 이것은 메모리 용량이 꽉 찼을 때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오래된 기록을 백업 또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용합니다. Yes(삭제) 또는 No(삭제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록  

Trip 1 초기화 

Trip 2 초기화 

Trip1 초기화(Menu->Records->Reset Trip 1)은 Trip 1에 기록된 거리를 초기화
시킵니다. Yes(초기화) 또는 No(초기화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rip2 초기화(Menu->Records->Reset Trip 2)은 Trip 2에 기록된 거리를 초기화
시킵니다. Yes(초기화) 또는 No(초기화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록  

오도미터 초기화

장비  

오도미터 초기화(Menu->Records->Reset Odi)는 오도미터에 누적된 거리를
초기화 시킵니다. Yes(초기화) 또는 No(초기화 취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비 지원을 위한 코드를 표시합니다. 
 

정보 



정보 

펌웨어  

GPS 

펌웨어(Menu->Info->Firmware)의 숫자는 장비의 현재 버젼을 표시합니다.

 

GPS(Menu->Info->GPS)에서는 장비의 GPS 칩을 초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외로 이동하거나 위성 신호가 약할 때는 이것을 실행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Warm Start와 Cold Star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arm Start는 위성과 빠르게 재접속하여 GPS 칩을 초기화 시킵니다. Cold Start는
위성과 천천히(보다 오랜 시간동안) 접속하여 GPS 칩을 초기화 시킵니다. Cold Start
의 선택은 Warm Start가 접속에 실패할 경우 실행시키면 됩니다.



정보 

위성 

 

HDOP, VDOP 

장비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위성 수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GPS 데이터의 품질을 표시합니다.
Horizontal Dilution of Precession(HDOP: 수평 위치 이동)
Vertical Dilution of Precession(VDOP : 수직 위치 이동)



정보

건전지  

건전지의 현재 볼트를 표시합니다.
 

 

장비 전체 초기화  

만약 사용중  버튼의 반응이 없다면 장비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장비를 초기화하면 모든 기록 파일과 설정이 삭제되거나 초기화됩니다.
 
• Enter,      Menu 버튼을 동시에 45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 장비의 전원이 Off됩니다.
• Enter 버튼을 2초간 눌러 장비의 전원을 On 시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