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lova X2 사용 안내서

EN

X2 소개
내용물
• Xplova X2 스마트
사이클링 컴퓨터
• 마이크로 USB 케이블
• 자전거용 마운트 1개

•
•
•
•

고무패드 1개
고무밴드 2개
보증서
사용 안내서

KO

X2에 대한 소개

A. 전원 키: 전원 켜기 / 전원 끄기(길게 누름)
기능 설정: 라이딩 저장/라이딩 삭제
B. 랩 / 돌아가기 / 취소
C. 확정 / Enter / 시작 / 일시 중지
D. 다음 페이지로 이동
E.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F. 마이크로 USB 포트
G. 자전거 마운트 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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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설치하기

1. 자전거 마운트를 고무 패드 위에 평평히 놓고 정렬
하여 맞춥니다. 그런 다음 둘을 함께 자전거 핸들
위에 올려 놓습니다.
2. 자전거 마운트의 한쪽 탭
에서부터 고무밴드를 감
습니다. 자전거 핸들 아래
쪽부터 위로 고무밴드의
반대쪽 끝을 잡아 당겨 고
정합니다. 자전거 마운트
가 정 위치에 단단히 고정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X2 뒷면에 있는 체결부를 자전거 핸들에 있는 마운
트 체결부와 정렬합니다. X2를 천천히 아래쪽으로
누르고 정 위치에 잠겨질때까지 돌립니다.

X2 충전하기
1. 5V 충전 포트가 있는 표준 마이크로 USB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완전한 충전까지는 2시간이 소요됩
니다.
2. 노출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이크로 USB
포트에서 방수캡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분리합니
다. 방수캡이 손상되면 먼지 및 습기를 방지하는 기
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KO-2

KO

아래 단계에 따라 자전거에 X2를 장착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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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설정
전원 키를 길게 눌러 X2을 켜고 화면에 따라 단계별
로 초기 설정을 진행합니다.

화면개요

KO
기본설정

라이딩모드

속도센서
케이던스센서
파워미터
GPS 신호 우수
GPS 신호 양호
GPS 신호 없음

상태 표시줄 설명

상태 표시줄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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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딩
Xplova 연결 앱 또는 USB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업로드하고 라이딩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X2의 기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스마튼폰에 Xplova
연결 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Xplova 연결 앱으로 다음 기능들을 이용 할 수 있습
니다.
• X2에서의 라이딩 내용 보기 / 저장
• 라이딩 / 경로를 다른 플랫폼 (예 : Xplova, Strava 및
기타 등)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스토어(Google Play 또는 App Store)를
열고 “Xplova Connect”를 검색한 다음 앱을 다운로
드 하시면 됩니다.
X2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www.xplova.com 에서 사용 설명서를 다운로드 하
십시오.

안전지침
본 장치의 작동 허용 온도는 -10°C ~ 50°C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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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