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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사양 

1.1 제품 사용 주의사항 

1.1.1 사용 환경 

 제품 사용 시 사용 환경 온도는 -10 ℃ ~ 60 ℃ 사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품 사용 시 45℃이상에서 충전 시 시스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허용온도 

내에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1 고도계 소개 

 공기의 압력을 기본으로 한 고도계는 기압의 변화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형 압력 센서는 고도 측정 시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고도 측정을 실시 

할 때 제품이 온도 변화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제품은 전문가 또는 산업용 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도계는 스카이 다이빙, 행글라이딩, 자이로스코프 또는 급격한 고도 변화 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항공기 내부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 시 공기가 차압 되어 측정 값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1.1 전원 안전 주의사항 

 패키지에 포함 되어 제공되는 USB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USB 케이블을 사용할 때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조사에서 제공된 배터리를 사용 해야 

합니다. 

4.1.1 건전지(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제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관통, 충격, 분해하거나 불에 노출될 

시에 화재, 피부화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균열, 폭발 또는 화학적으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취급하지 마십시오. 

5.1.1 중요(안전) 지침 

 잘못된 배터리 교체로 인해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배터리는 폐기 할 경우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배터리 교체는 허가된 업체에서 실시 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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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또는 배터리 폐기 시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1 관리 및 유지 보수  

 SporTrek 1310 은 제품 사용 시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제품의 보증 범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이 젖은 경우에는 제품이 완전히 건조 된 상태에서 배터리 교체를 실시합니다. 

 화면은 부드러운 면과 타올로 닦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지, 오염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제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품 내 부속품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제품 보관 시 뜨거운 공간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높은 온도는 전자 제품, 배터리를 

손상시키고 수명을 단축 시키거나 장치의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습니다. 

 제품 보관 시 차가운 공간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정상온도로 복귀되면, 

습기가 내부에 형성되어 제품 및 전자 회로 기판을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한 바와 같이 제품을 분해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품질 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두들기거나 제품을 흔들어 거칠게 다루면 내부 회로 

기판 및 기계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닦을 때 강력한 세제, 화학물질, 청소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도장을 하지 마십시오. 도장 작업 시 페인트로 인해 부품의 동작을 방해 할 

수 있습니다. 

 중간 지점이나 경로 중요 작업 시 정보를 수시로 백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장 

메모리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저장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치 내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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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소개 

1.1 수신기 기능 

 GPS 위치 측위: 내장 안테나가 설계 되어있어, 고감도 GPS 수신기는 빠른 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전자 나침반: 전자나침반은 위치 정보에 대한 방향을 표시합니다. 

 고도계: GPS 고도 및 압력 고도계 교정을 사용하여 고도를 측정합니다. 

 LCD: 고해상도 컬러, 선택 화면의 TFT LCD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방수: IPX7  

 언어 지원: 한글/영어/중국어 

 메모리: 경로점, 루트 및 네비게이션 지도를 저장하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동식 저장 제품(플래시 드라이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1 사용 기록  

 기록정보: 경로점(좌표계, 고도 등 포함)과 트랙로그(좌표계, 고도 등 포함)을 저장 

합니다. 

 디스플레이 정보: 경로점, 트랙로그, 경로, 속도 트랙 거리, 평균 이동 속도, 고도 변화, 

제목, 위치, 탄소 감소량, 기울기와 40 개의 트립 컴퓨터를 표시합니다. 또한 

고도지도 정보 차트에 변경 사항을 표시합니다. 

 지원 맵: SporTrek 1310 용으로 개발 된 네비 게이션맵의 모든 종류를 지원합니다. 

3.1 야외 기능 

 알림 설정: 고도, 속도, 거리 및 시간에 대한 알림(경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외 등산 시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4.1 응용 프로그램 기능 

 G-Finder: 야외에서 면적을 측정 시, 위치 점을 교정하기 위해 G-Finder 기능을 

사용합니다. 

 좌표계 변환: WGS 1984 포함 250 개 이상의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면적 계산: 측량을 위한 기초 정보용으로 사용합니다. 

 평균 위치: 좌표와 고도의 평균 값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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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능: 달력, 계산기 스톱워치, 지오캐싱 기능을 지원합니다. 

5.1 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지도 특성: SporTrek 1310 은 지도 설치 기능을 지원 합니다 세부 적인 지도의 

기능은 지동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의 지도 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SporTrek 1310 여러가지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등산이나 자전거용만이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편리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휴대형 아웃도어용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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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프로그램 사양 

Item Spec parameter 

동작 환경 
Simplified Chinese/ Traditional Chinese/ English/ 

Czech switching operation/Korean 

외부 지원 프로그램 Yes 

웨이포인트의 개수 2000 

루트의 개수 1000 

모든 경로의 웨이포인트 1000 

트랙 로그 10000 

서브 기록의 총개수 1000 

시간 간격 별 기록 Yes 

거리 간격 별 기록 Yes 

자동 기록 Yes 

연속 작동 시간 8 hours 

좌표계  Yes 

Beijing 1954 Yes 

Xian 80 Yes 

Huzih Mountain system Yes 

TWD 67 Yes 

WGS 1984 (TWD 97) Yes 

사용자 정의 좌표계 Yes 

좌표 형식 Yes 

위도와 경도 Yes 

UTM Yes 

사용자 정의 좌표 형식 Yes 

DGPS 기능 MSAS, WAAS and EGNOS receiv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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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드웨어 사양  
 

GPS 모듈 

고감도 (-161dBm) GPS 모듈. 

메모리 

128M mobile DDR SDRAM 

4GB Flash 내장. 

Micro SD card (Max 32GB) 지원 

디스플레이(화면) 

3.0” WQVGA (5:3) TFT LCD 

반투과식 터치스크린(일광 가시기능 ) 

240 x 400 Pixels 해상도 

센서 

3D Digital 나침반 

고도계 

자동 백라이트 조절 센서 

배터리 

사용시간 14hrs 이내 (백라이트 꺼짐 상태) 

방수 

IPX7 

입출력 포트 

USB 2.0 (micro USB) 

크기 

112x 62 x 22.5 mm 

무게 

118g (배터리 포함) 

사용환경 

사용 온도: -10℃~60℃ 

보관 온도: -20℃~70℃ 

충전온도: 0°C ~ 40°C (충전 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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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개요 

1.1 제품 기능 설명 

이  름 설  명 

선택화면 LCD 본 제품은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조작합니다. . 

오른쪽 버튼 제품의 전원이 켜 있을 때 오른쪽 버튼을 3 초동안 선택하면 전원이 

꺼집니다. 

제품의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오른쪽 버튼을 3 초동안 선택하면 전원이 

켜집니다.  

왼쪽 버튼 제품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왼쪽 버튼을 선택하여, 주요 메뉴와 트립 

컴퓨터 및 네비게이션 화면 등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LED 충전 중일 때, 빨강 LED 가 깜박입니다. 

충전완료 시, 빨강 LED 가 켜져 있습니다.   

USB 케이블을 빼면 LED 는 어두워 집니다..  

처음에 LED 가 켜지고 나서,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  

배터리 장착 배터리 커버를 선택하면서 밀고,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스크류 단단하고 안전하게 체결합니다. 

Micro USB 단자 전원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해 사용합니다.  

Micro SD 카드 Micro SD card (MAX 32GB)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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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본 조작 

1.1.1 전원을 끄거나 켤 때 

 제품이 켜져 있을 때, 장치의 측면 오른쪽 버튼을 3 초 동안 선택하면 제품의 전원은 

꺼지게 됩니다.. “데이터 저장 중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전원을 끄는 동안 

화면에 나타납니다. 제품이 꺼져 있을 때, 장치의 측면 오른쪽 버튼을 3 초 동안 

누른 후 기다리면 장치의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주의: “영역 계산”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트랙 로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1 배터리 충전 시 

 제품 충전 시,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콘센트에 마이크로 USB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2)컴퓨터에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전모드를 참조합니다. 

3)차량 전원 어댑터 보조장치를 포함하는 경우, 제품을 충전하기 위해 시가 잭 연결 

부에 USB 충전장치를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3.1.1 충전 모드 

 SporTrek 1310 은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PC 에 연결합니다. 제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PC 에 연결하면 충전모드로 들어갑니다. 

4.1.1 Micro SD card 설치/ 제거 

 배터리 부분을 연 뒤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Micro SD 칩을 삽입하기 위해, SD 슬롯 커버를 위로 올려 해제 하고 SD 칩을 삽입한 

후 SD 슬롯 커버를 아래로 선택하여 잠그면 됩니다. 

 Micro SD card 를 제거하기 위해, SD 슬롯 커버를 위로 올려 해제 하고 SD 칩을 뺀 후 

SD 슬롯 커버를 아래로 선택하여 잠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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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켜기 / GPS 수신 

1.1 첫 번째 포지셔닝 

 

 장치를 가지고 실외에서 전원을 켜 주십시오. 위 화면 상단에서 수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성 신호를 검색 중이며 “수신 중”의 장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D 확정”은 완전한 위치 결정 전 모드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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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으로부터 신호 수신이 완료되면  “3D 확정”후 트랙을 기록이 가능합니다.  

2.1 일반적인 포지셔닝 

 초기에 한번 제품이 켜서 시작을 하고 나면, 이후 자동으로 위성수신을 

시작하게 됩니다. 

1.1.1 위성 상태 화면 

 

 

위치 정밀도 포지셔닝 상태 

위성 수 

위성 신호 강도 

좌표치 

사용자 정의 좌표 값 

GPS 신호 CN 값 

GPS 고도 측정 GPS 추정 위치 오차 

평균위치 

GPS 연결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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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른쪽 버튼 

1.1 백라이트 

 

 위와 같은 실행 화면을 들어가기 위해 오른쪽 버튼을 한번 선택합니다. 

   버튼 선택하여 백라이트 밝기를 증가/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2.1 자동 백라이트 

 

 SporTrek 1310 은 주변 밝기 레벨을 검출하고,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으로 백 

라이트 밝기를 조절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한번 선택하면 실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선택 시 백라이트 밝기를 주변 광으로부터 자동조절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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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새로운 트랙 만들기 

 

 장치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른 후 실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중간 위치에 다음과 같은  실행 선택 영역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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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기록: 장치에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위성위치확인 및 고도 보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트랙 로그를 기록합니다. 

 수동기록:  버튼을 누를 때 새로운 트랙 로그 편집 화면이 뜨고, 편집 

화면에서는 사용자 이름, 추가설명, 모드, 트랙 기록 색상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 트랙 로그가 저장되며 기록이 시작됩니다. 

 

 트랙이름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7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17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버튼을 누를 때 기록은 일시 정지되며,  버튼을 누를 때 기록이  다시 

이어집니다. 

  버튼을 누를 시 로그 기록이 멈추며 트랙 로그 데이터는 저장됩니다. 

[참조] 

 트랙로그명은 총 20 자까지 입력되며, 설명은 총 50 자까지 입력 됩니다. 

 수동으로 전원을 끈 경우, 트랙로그는 자동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갑작스런 중단이나 배터리를 제거하는 경우 현재의 트랙로그 기록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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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새로운 체크 포인트 

 

 오른쪽 버튼을 한번 선택하여 실행 화면으로 이동하고 트랙 로그 중 버튼을 

누를 때 체크포인트(Check point) 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트랙을 만들고 난 후, 트랙위에 체크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Check point)로 이동 후 이름, 추가설명, 조정(위,경도), 고도를 사용자 

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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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포인트(Check point)이름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조정 메뉴를 선택하면 체크포인트의 세부 좌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표시  

선택하여 좌표계와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편집/수정된 

좌표의 결과를 저장합니다.  

 체크포인트의 고도정보를 지정하기 위해 [고도]를 클릭하고  을 눌러 고도 편집 

결과를 저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며 을 눌러  “체크포인트” 편집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참조] 

 체크 포인트명은 총 20 자까지 입력되며, 설명은 총 50 자까지 입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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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새로운 경로점 

 

 오른쪽 버튼을 한번 선택하여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고 트랙 로그 중  

버튼을 눌러 경로점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경로점의 이름, 심볼, 추가설명, 조정(위,경도), 경로점 고도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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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점 설정에서 [이름]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경로점 설정에서 [심볼]메뉴를 선택하면 심볼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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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점의 표시할 식당&음료, 쇼핑, 캠핑&숙소 등 사용자 설정에 맞는 기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정 버튼을 선택하여 사용자 설정에 따라 경로점 좌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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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눌러 좌표형식(도,분,초)과 데이텀(좌표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표, 형식 편집 후 버튼 을 선택하면 설정 내용이 저장됩니다. 

[참조] 

 경로점 포인트명은 총 20 자까지 입력되며, 설명은 총 50 자까지 입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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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왼쪽 버튼 

1.1 트립 컴퓨터 

 

 왼쪽 버튼을 한번 선택하면 트립 컴퓨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트립 컴퓨터 화면에서 , 최대속도, 평균속도, 거리계, 현재 속도, 등 40 가지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화면을 이동하면서 트립 컴퓨터 자료를 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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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면 디스플레이 모드선택 

  

  버튼을 선택하여 트립 컴퓨터 변경 모드로 전환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트립컴퓨터의 아이템으로 이동하기 위/아래 버튼을 사용헙나더,  

  와  버튼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분할 화면의 숫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 트립 컴퓨터를 3 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 화면에 트립 컴퓨터를 8 개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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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통계 그래프 보기 

  

 왼쪽 버튼을 한번 선택하여 트립 컴퓨터로 이동한 다음  버튼을 선택하여 

통계 곡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항목을 전환 할 수 있으며 화면 상단에 두 가지의 트립 정보를 선택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시간, 위치, 고도, 속도, 심박수, 케이던스, 기압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축을 전환합니다.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고도, 속도, 심박수, 

케이던스, 기압)울 선택하면 시간, 거리의 변화에 그래프로 표시하여 줍니다.   

  와  버튼을 사용하여 고도 차트를 확대, 축소(그래프 스케일 변경 시 정상 

상태 변환 시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표시 스케일을 변경할 때  버튼을 선택하면 기본 상태로 되돌아 갑니다. . 

 SpoTrek 1310 은 높이, 속도, 압력, 시간 및 곡선을 보여지며 분석, 기록 할 수 

있습니다.(?) 

[참조] 

 트랙 로그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장치는 고도, 속도 및 압력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통계 그래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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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나침반 

 

 트립컴퓨터 모드에서  버튼을 선택하여 나침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의 이동 방향과 방위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나침반은 교정되지 않았을 때 정확한 방향을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나침반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버튼을 눌러 보정을 실시 합니다. 자세한 나침반 보정 

방법은 ~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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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일반 정보 

 

 트림 컴퓨터 모드에서  버튼을 눌러 일반 정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는 GPS 정보, GPS 수신 감도, DOP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화면 잠금/해제 

 

 장치의 화면 잠금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 3 초동안 왼쪽 버튼을 누를 때 장치 화면 

잠금 상태가 되며 “화면 잠김” 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9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29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왼쪽 버튼을 한번 더 3 초 동안 누를 시 화면 잠금 “화면 잠김 해제”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1 화면저장 

.  

 장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누를 때 SpoTrek 1310 화면을 저장 할 

수 있습니다 

 화면저장이 성공하면 “화면저장 성공!”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저장된 화면은 장치의 

“SC”폴더에 저장 됩니다. 

[참조] 

 화면이 잠겨 있을 때 화면 저장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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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인 메뉴 

장치를 켜면 메인 메뉴의 상단에 장치의 상태가 표시 줄에 표시됩니다. 여섯 아이콘의 

기능은 아래 메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태표시 줄 

위성 정보 

아이콘 설   명 조   작 

/  신호 세기/ GPS 포지셔닝 아이콘을 선택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 

시간 

아이콘 설   명 조   작 

 
시간 정보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 

 
알람 켜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 

알람 메뉴 설정 방법 참조( ~ 페이지) 

 
알람 끄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 

알람 메뉴 설정 방법 참조( ~ 페이지) 

[참조] 

 GPS 의 “3D 확정”이 되면 화면 상에서 현재 시간이 표시 됩니다. 

상  태 

메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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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메시지 

아이콘 설   명 조   작 

 
전원 메시지 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 

저장 모드 

아이콘 설   명 조   작 

 

트랙과 경로점이 micro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 
저장매체에 대한 내용 참조. 

 

트랙과 경로점이 내부 

메모리애저장 
저장매체에 대한 내용 참조 

나침반 

아이콘 설   명 조   작 

 
나침반 보정됨 나침반에 대한 내용 참조 

 
나침반 보정 필요 나침반에 대한 내용 참조 

알람 시계 

아이콘 설   명 조   작 

 
알람 켜기. 알람에 대한 내용 참조 

 
알람 끄기 알람에 대한 내용 참조 

백라이트 

아이콘 설   명 조   작 

 
백라이트 켜져 있음 백라이트 내용을 참조 

 
백라이트 꺼져 있음 백라이트 내용을 참조 

 

Locked the screen 

아이콘 설   명 조   작 

 
화면 잠금 상태 표시 화면 잠금/해제 내용 참조 

 
화면 잠금 해제 상태 표시 화면 잠금/해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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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로그 

아이콘 설   명 조   작 

 
트랙 로그 저장 중 표시 [새로운 트랙]의 내용참조 

 
트랙 로그 멈춤 상태 표시 [새로운 트랙]의 내용 참조 

[참조] 

 네가지의 메인 메뉴 “따라가기”, ”맵보기”, ”트랙”, ”대용량저장”에서 바로가기 항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바로 가기항목은 응용프로그램 및 설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인메뉴에는 4 가지 “바로가기”와 응용프로그램, 설정 기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가기”는 “코스추적”, “맵보기”, “트랙”, 대용량저장 의 4 가지가 기본적으로 

표시되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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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코스 따라가기 

 

 [코스 따라가기]는 사전 설정된 목적지를 안내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홈 화면에서 

따라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트랙기준], [경로에 의해서], [G-Finder]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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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트랙기준 

 

 홈 화면에서 [따라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로그 상 트랙을 기준으로 [따라가기]를 사용할 때 [트랙 기준]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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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여 [트랙 기준]으로 따라가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고 [시작]점과 [종료]점, 

[체크포인트] 를 선택 후, 트랙의 한 위치를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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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이 완료 되면, [G-Finder] 정보를 위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G-Finder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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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의 경로 화면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 지정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조] 

 경유점의 마지막 위치를 시작점으로 설정 할 경우,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위치가 시작점으로 변경됩니다.  

 지도를 가져오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맵]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2.1.1 경로에 의해서 

 

 홈 화면에서 [따라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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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설정에 의한 경로를 기준으로 따라가기를 사용할 때 [경로에 의해서]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랙 리스트에서 원하는 트랙 기록을 선택합니다.  

 루트 이름을 선택하고 [경로점 이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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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루트에서 사용자가 지정할 시작 경로점을 선택합니다. 

 

 

 시작’ 경로점 이름’?메시지가 출력되고 사용하고자하는 경로점가 맞다면  

버튼을 선택하여 시작합니다. 



             40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40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버튼을 선택하면  G-Finder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랙의 경로 화면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 지정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참조] 

 경유점의 마지막 위치를 시작점으로 설정 할 경우,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위치가 시작점으로 변경됩니다.  

 지도를 가져오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맵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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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G-Finder 

 

 G-Finder 는 사용자가 시작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위치에서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알려 주며 도착점으로 되돌아 가는 길을 안내하여 줍니다.  [현재위치], 

[사용자정의], [경로점]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서 [따라가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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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트랙기준], [경로에 의해서], [G-Finder]기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G-Finder]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재 위치] 메뉴를 선택하였을 때 사용자 현재의 위치가 G-Finder 포인트로 설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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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Finder 에서 사용자 설정에 따른 위치를 시작할 때 [사용자정의] 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정의 메뉴에서 G-Finder 포인트로 사용자가 좌표 값을 직접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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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기준에서 경로점을 시작으로 할 때 G-Finder 에서 [경로점] 를 선택합니다.  

 

 

 

 

 G-Finder 포인트에서 사용자가 저장한 경로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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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완료되면 G-Finder 정보가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참조] 

 장치의 GPS 수신 상태가 “3D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화면상에서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4.1.1 맵 보기 

       맵보기 기능에서 트랙, 경로점, 루트와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 상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지도의 확대/축소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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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 마크표시 하기 :   버튼을 눌러 지도상의 어떤 위치를 마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다시 한번 선택하면 마크된 위치가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의 위치가 화면 상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사용자 지도] 선택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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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지도 리스트 화면에서 사용자 설정 지도를 확인합니다.   

 

 지도 리스트에서 [사용자 지도]를 선택하면 사용자 지도 화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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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눌러 표시되는 화면의 세 가지 형식(북쪽 방향, 전면 방향, 코스 

방향)중의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북쪽방향 : 지도는 북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이동 위치와 방향이 

변화합니다. 

 전면방향 :  

 코스방향 :  사용자 진행(이동)방향이 항상 위쪽이 되게 합니다. (지도가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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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상 트랙은 다음과 같은 상태로 표시합니다. 

 -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 위치를 찾은 후 정지 상태입니다. 

 - 이동 표시, 이동하고 있는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됩니다. 

 - 경로 또는 루트의  시작점 표시  - 트랙 또는 루트의 종착 지점 표시 

[참조] 

 금속은 전자 나침반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어 자전거 손잡이, 차량 내부에 위치할 

때 “전면 방향” 기능이 작동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1.1 지도 만들기 

    

 SporTrek 1310 은 SMF 파일 형식의 지도파일 변환하기 위한 변환 도구를 지원하며, 

장치에 새로운 SMP 파일을 생성,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환도구(예: Mobile Atlas Creator)는 bmp, jpg, png 형식의 지도 이미지 파일을 

SMF 지도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 도구(Convert Tool’s)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메모리 장치 또는 SD 카드에 “hmp” 폴더를 생성합니다. 

 변환 된 SMF 파일을 “hmp” 폴더안에 넣고, SporTrek 1310 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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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에 사용자는 지도를 만들고,  버튼을 누르고 지도를 선택하여, 커스텀된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ick on the map that you want to add, or you can view the converted map while browsing 
the map. You can also close the new map. 

 

[참조] 

 사용자 설정 지도위에 트랙, 경로점, 루트, 테스트 영역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도 이미지 파일을 “SMF”로 변환하려면 변환도구(Convert Tool)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확대/축소 기능을 수행하려면, 크기가 다른 몇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SMF” 

지도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한가지 크기의 이미지로 지도를 변환한 경우 확대/축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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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트랙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랙 관리 기능을 통해, 트랙 보기, 편집, 트랙 복사가 가능하고 각 트랙 로그의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트랙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 시간이나 거리가 최대 한계치에 도달 시, 로그 기록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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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트랙 로그 검색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하면 트랙 리스트 화면이 나타납니다. 

 

 트랙 리스트   아이콘을 선택하면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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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로그의 이름이나 키워드를 입력(예, “TRK8”)하고 확인 버튼  을 누릅니다. 

 

 

 이름, 키워드 검색 후 화면 에서 “TRK 8”에 관련된 파일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조]  

 트랙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트랙메뉴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트랙검사 

결과는 보이지 않고, 이후에는 트랙 리스트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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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트랙 세부사항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하고 트랙 리스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트랙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트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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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설정 메뉴에서 “상세”를 선택합니다. 

 

 상세 화면에서는 경로거리, 시간, 최대,최소 속도, 평균속도 등 상세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걷기 모드에서는 탄소 저감량, 식수량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나, 차량모드에서는 

이러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56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56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C. 고도/속도 그래프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랙 리스트로 이동 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트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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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설정 메뉴에서 “고도/ 속도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그래프 확대/축소가 가능하며 고도, 속도, 시간, 좌표, 기압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두 개의 트립 정보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항목을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간”, “위치”, “속도”, “심박수”, “케이던스”와 “기압”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눌러 사용자는 그래프에 표시 할 축 항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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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트랙 보기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랙 리스트로 이동 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트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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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설정 메뉴에서 “맵 보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지도의 크기 변경을 위해 화면 확대(+)/축소(-)가 가능합니다.   

 트랙의 이름은 화면의 위쪽에 표시되어 있으며 을 눌러 지도 화면 표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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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트랙 편집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랙 리스트로 이동 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트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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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설정 메뉴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편집화면에서는 트랙 이름, 설명, 스포츠 모드, 트랙색상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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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명 편집 화면에서는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영어이름). 

 

 

 스포츠모드 화면에서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차량 모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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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색상 화면에서는 3 가지의 색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1.1 트랙 지우기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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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리스트로 이동 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트랙을 선택합니다.  

 

 

 

 트랙 설정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여 해당 트랙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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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새로 복사 

 

 홈 화면에서 트랙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랙 리스트로 이동 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트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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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설정 메뉴에서 “신규 복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복사 할 트랙을 선택하고, 트랙 메뉴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후 트랙 로그를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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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다중 트랙 보기 

 

 홈 화면에서 트랙 기능메뉴를 선택합니다. 

 

 

 다중 트랙 보기에서 색상 3 가지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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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트랙을 최대 3 개 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트랙 중 하나씩 선택하여 3 가지의 트랙을 한번에 지도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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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용량 저장 

 

 SporTrek 1310 에 USB 케이블을 PC 에 연결하고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PC 연결 후 

프로그램과 사용하기 위해서는 SPT-1310  “대용량 저장”기능을 활성화 해야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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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PT-1310 폴더 

[대용량 저장]모드에서 내장 메모리, SD 카드를 PC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폴더 이름 설    명 

bg 
배경화면 사진 파일을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폴더에서 사진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map 항법지도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sc 캡처 화면을 저장합니다. 

track 
트랙파일을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이 폴더에서 트랙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route 
경로파일을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이 폴더에서 경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wpt 
경로점 파일을 저장합니다. 사용자는 이 폴더에서 경로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update 어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cache 지도 수집 

hmp 사용자 지정 지도를 저장 폴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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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응용프로그램 

  

 응용프로그램에는 SporTrek 1310 의 주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바로 가기 

 

 응용 프로그램 화면의 모든 기능은 메인 화면(홈화면)에 바로 가기로 설정 될 수 

있으며  을 선택하여 바로가기 편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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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바로 가기” 메뉴(대용량저장, 면적 등) 눌러 “바로 가기 목록”으로 들어 

갑니다. 

 

. 

 “바로 가기” 메뉴에서 바로 가기 위치(바로가기 1~4 중 택 1)를 선택하면 해당 

순서에 맞게 “바로 가기”가 등록됩니다. 

 “바로 가기” 등록이 완료되면 응용 프로그램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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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역 계산 

영역계산 기능은 실시간 면적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루트는 트랙로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1.1 트랙기준 

       트랙의 크기는 측정된 트랙의 길이에 의해 계산되며,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트랙로그의 끝점이 시작점으로 경로가 이어져야 합니다.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영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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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사용환경에 맞는 트랙기준, 속도기준, 고정폭기준 3 가지 중 1 가지를 선택 

하여 면적 측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 기준” 선택한 후   버튼을 선택하여 트랙 로그 중 면적 측량을 

시작합니다.  

 

 

 면적 측량(이동)이 끝났을 때,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에서 계산된 영역의 

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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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크기는 트랙 길이에 의해 측정되며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 트랙 경로의 

마지막까지 추적 및 시작점으로 되돌아 갑니다.(삭제) 

  버튼을 선택하면, 작업을 완료하고 면적 계산 결과를 저장합니다.  

 

 

 을 눌러 길이/면적 단위 설정(변경)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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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환경설정목록에서 단위를 입력하려면 “길이의 단위” 또는 “면적 단위”버튼을 

선택합니다.  

 

 

 길이의 단위 메뉴에서 사용자는 기본 길이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77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77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선택 버튼을 눌러 표시 단위를 “아래로 이동”하거나 단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래로 이동””전에 삽입”,”뒤에 삽입”과 단위를 “삭제”하는 장치 버튼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다른 단위를 추가 할 

수 있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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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환경 설정목록에서 “길이의 단가”버튼을 선택합니다.  

 

 

 길이의 단가” 또는 “면적의 단가” 버튼을 선택하여 길이/면적의 가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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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을 저장하려면  버튼을 누르고, “확인”버튼을 선택하면 트랙 로그가 

저장됩니다. 

“영역” 기능 사용 중 장치의 전원을 꺼지면 트랙 로그는 저장 되지 않습니다.(삭제) 

[참조] 

 “면적 계산”기능 사용 중 장치의 전원이 끄면, 일반적으로 트랙 로그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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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꼭지점 기준 

꼭지점으로 둘러싼 영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꼭지점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메인 메뉴 화면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프로그램메뉴로 이동합니다. 

“영역” 아이콘을 선택하여 면적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꼭지점기준” 선택하고,  버튼을 눌러 트랙 표시 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각 꼭지점 위치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수동으로 평균 면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좌표들를 지정 한 후, 버튼을 선택하면 트랙화면으로 돌아가며, 설정이 완료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완료되면,   을 선택하면 계산된 트랙의 영역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선택하면 작업완료 및 결과가 저장됩니다. 

※참고: 하나의 꼭지점이 지정하면, 설정된 좌표의 갯수가 1 로 표시되고 , 10 의 꼭지점을 

지정하면 설정된 좌표의 개수가 10 으로 표시되고, 장치는 평균을 계산하여  평균 표면 

영역값을 획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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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환경 설정목록에서 단위를 변경하려면 “길이의 단위” 또는 “면적 단위”버튼을 

선택합니다.  

 

 길이의 단위 메뉴에서 사용자는 기본 적용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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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버튼을 눌러 표시 단위를 “아래로 이동”하거나 단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래로 이동””전에 삽입”,”뒤에 삽입”과 단위를 “삭제”하는 장치 버튼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다른 단위를 추가 할 

수 있습합니다.  

 



             83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83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영역환경 설정목록에서 “길이의 단가” 또는 “면적의 단가”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의 단가” 또는 “면적의 단가” 버튼을 선택하여 길이/면적의 가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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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선택하면 트랙이 저장되며, “확인”버튼을 선택하면 트랙 로그가 

저장됩니다. 

 “영역” 기능 사용 중 장치의 전원을 꺼지면 트랙 로그는 저장 되지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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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고정 폭 기준 

       목적지까지의 트랙 영역을 계산하기 위해 “폭의 길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트랙의 

거리와 폭의 길이를 이용하여 영역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영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정 폭 기준]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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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 기준” 선택하고  버튼을 선택하여 트랙화면화면으로 이동합니다.(삭제) 

 

대상 트랙 영역을 계산하는 폭 길이를 입력, 트랙 거리 및 폭 길이를 갖는, 영역의 크기를 

산출 할 수 있습니다..(삭제) 

   

메인 메뉴 화면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프로그램메뉴로 이동합니다. 

“영역” 아이콘을 선택하여 면적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고정-폭” 아이콘 선택합니다..  

“폭” 과 “단위” 를 눌러 “폭의 길이”와 측정하는 단위를 입력합니다. 

 버튼을 눌러 트랙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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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눌러 “폭” 와“단위” 로 다시 되돌아 갑니다. 

완료되면,   을 선택하면 계산된 트랙의 영역을 화면에 표시합니다.   

 선택하면 작업완료 및 결과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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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환경 설정목록에서 단위를 변경하려면 “길이의 단위” 또는 “면적 단위”버튼을 

선택합니다.  

 

 길이의 단위 메뉴에서 사용자는 기본 적용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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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버튼을 눌러 표시 단위를 “아래로 이동”하거나 단위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아래로 이동””전에 삽입”,”뒤에 삽입”과 단위를 “삭제”하는 장치 버튼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다른 단위를 추가 할 

수 있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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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환경 설정목록에서 “길이의 단가” 또는 “면적의 단가”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길이의 단가” 또는 “면적의 단가” 버튼을 선택하여 길이/면적의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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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선택하면 트랙이 저장되며, “확인”버튼을 선택하면 트랙 로그가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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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달력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달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 

 “달력” 화면에서  버튼을 사용하여 “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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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알람 시계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알람시계 메뉴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알람 시계가 켜진다.  

 요일, 시, 분을 설정한 후  버튼을 선택하면 설정값이 저장 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알람 시계 설정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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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을 설정할 때 , 요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알람이 켜져 있을 때, 알람 설정은 한번 

으로 설정되고 현재 시간보다 이전 시간이 설정되면 다음 시간에 알람이 됩니다  

 알람 울릴 때,  “반복 유지”를 설정하면 알람이 10 분 후에 다시 울리게 됩니다. 총 

6 회 까지 반복하여 알람이 울릴 수 있습니다. 

 장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에도 알람 시계는 작동되지만, 장치의 전원을 충전하는 

중에는 알람 시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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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계산기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계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계산기 입력 및 결과는 최대 13 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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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스톱 워치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스톱워치 메뉴를 선택합니다. 

 

  

 “스톱워치”에서 시간 측정 진행 중에 사용자가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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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단위 변환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단위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길이, 영역(면적), 중량(무게)와 용량(부피)의 단위를 변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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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상자를 선택하고 변환 할 값을 입력 합니다. 

 

8.1 경로점 

1.1.1 경로점 찾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목적지가 있으며 사용자는 탐색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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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점 리스트에서  버튼을 눌러 경로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경로점의 핵심 단어를 입력 화면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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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버튼을 선택하면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참조] 

 사용자가 검색 후에 경로점 관리 화면을 종료하는 경우, 검색 결과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모든 경로점 목록을 확인 하기위해서는 경로점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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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경로점 세부사항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경로점을 선택하여 누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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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점 상세정보를 확인하려면 [상세]버튼을 누릅니다. 

 

 

 위와 같은 경로점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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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맵 보기 

 

 

 
 
 

-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메인 메뉴화면에서  “응용 프로그램” 을 선택합니다. 

- “경로점” 아이콘을 누릅니다. 

- 선택한 경로점을 선택하면 경로점 메뉴로 들어갑니다.  

- 지도를 선택하면 화면에 경로점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   버튼을 누르고 지도위 경로점을 클릭하면   경로점이 표시됩니다. 

- 표시된 경로점을 화면의 중심으로 이동 시키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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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점 편집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경로점 작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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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점 편집 화면에서 경로점의 이름, 선택 경로점의 심볼, 추가 설명, 경로점 위치 

조정, 고도 등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경로점 편집 화면에서 [경로점 이름] 편집이 가능하며 글자수는 최대 20 자 까지 

입력 가능합니다.(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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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운영하는 경로점에 위의 메뉴와 같은 심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좌표입력”화면에서 를 눌러 좌표의 형식과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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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경로점 삭제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리스트에서 경로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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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버튼을 선택하면, 확인 메시지의 창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경로점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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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경로점 재조정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경로점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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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위치로 경로점의 좌표를 업데이트 하려면  ”재 측위”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조정이 완료되면, 화면에 확인 창이 나타나고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GPS 위성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경로점 위치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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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평균 위치 

         [평균 위치]기능은 GPS 위치 정보를 샘플링하여 현재 고도와 위치 좌표의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경로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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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위치” 선택하면 현재의 위치와 높이를 산출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샘플링을 달성한 경우,  을 눌러 경로점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경로점 좌표 값은 평균 좌표 값으로 대체 됩니다. 

 “평균 고도로 고도를 교정하겠습니까?”메시지 출력시 확인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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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선택하면 평균 고도에 의해 고도계를 보정할 수 있으며 교정 완료 시 

“교정 완료!”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샘플링 포인트가 10m, 20m 또는 30m 의 반경 위치 지도위 중앙에 집중되어 지면, 

평균 좌표 값은 참값에 근접한 좌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고도를 나타내는 지도에서 고도 값은 수평축이고, 수평축의 원점은 평균 높이이다.  

 샘플링 위치가 구해지면(위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평균 고도 값은 참값에 근접하게 

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급격한 고도 변경이 있는 경우, 고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PS 신호와 상황이 더 좋은 조건에 있을 때 다시 측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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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신규 복사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경로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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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점 편집 화면에서 “신규 복사”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경로점 이름 편집, 경로점 심볼 선택, 추가 노트, 경로점 위치 편집, 경로점 

고도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좌표 입력”를 화면에서,  버튼을 눌러 좌표 형식과 좌표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하면 새로운 경로점이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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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생성” 기능은 원점의 경로점에서 거리와 방위각을입력하여 새로운 

경로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경로점 메뉴를 선택합니다. 

 

 

 경로점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경로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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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점 편집 화면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생성할 거리와 방위각을 입력하여 새로운 경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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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선택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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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루트 

           사용자는 경로점들을 이용하여 루트를 만들 수 있으며, 루트 이름, 설명, 위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1.1.1 새 루트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새로운 루트 화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버튼 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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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를 생성하기 위해 이름, 설명, 포인트를 편집,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버튼을 눌러 포인트 리스트로 들어갑니다.루트에 선택한 경로점을 

추가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자는 단일경로점, 복수 경로점을 선택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로점을 추가하고 [새로운 루트] 화면으로 되돌아간 후  을 눌러 루트를 

저장합니다.  

[참조] 

 경로점들은 루트의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루트의 이름은 20 자 까지, 노트(설명)은 5 자 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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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세부사항 

        루트세부사항에서는 루트 이름과 길이, 영역정보를 보여줍니다.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루트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운영할 루트 작업 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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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작업 편집화면에서 상세를 선택하면 선택한 루트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루트에 대한 상세 화면에서 위/경도, 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게되면 사용자는 그 루트의 이름과 설명, 출발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점과 끝점은 가까운 영역의 둘레와 치수에 링크(연결)되고 그 루트는 새로운 

날짜와 시간을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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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맵 보기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루트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루트를 선택하면 루트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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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편집 메뉴에서 “맵보기”를 선택합니다.   

 

 

 

 루트 작업에 해당하는 경로를 지도상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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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편집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루트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루트를 선택하고 작업 을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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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편집 메뉴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루트 이름 편집, 설명추가, 루트 포인트 편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선택할 때 루트는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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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삭제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루트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루트를 선택하고, 루트 편집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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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편집 메뉴에서”삭제”를 선택합니다. 

 삭제하기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삭제 확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경로를 

삭제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5.1.1 신규 복사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루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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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루트를 선택하고, 루트 편집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경로 편집 화면에서 ”신규복사”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한 루트의 이름과 목적지, 포인트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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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역방향 트랙 

        이 기능은 원래의 루트를 이용하여 반대 방향의 루트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응용프로그램 화면에서 루트 기능메뉴를 선택합니다. 

 

 

 루트 리스트에서 사용자가 적용할 루트를 선택하고, 루트 편집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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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편집 메뉴에서 역방향트랙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루트를 선택 한 후 버튼을 입력하면 반대 경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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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정 

1.1 개인 

                 개인 프로파일 기능은, 거리계와 트랙로그, 나이, 체중, 배경등을 포함합니다 

A. 거리계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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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메뉴에서 거리계 1 또는  거리계 2 을 선택합니다.  기본은 “거리계 1”입니다. 

 

[참조]  

거리계 1 과 거리계 2 는 동일한 기능이며, 이동 정보를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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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트랙 로그 

자동/수동 트랙 기록  

사용자는 트랙기록 방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트랙 기록 

저장간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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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메뉴에서 [트랙로그]를 선택합니다. 

 

   

 자동시작 또는 수동 시작을 선택합니다. 만일 수동시작을 선택한 경우, 새로운 

트랙을 저장하려면 시작전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기록을 시작해야 합니다. 

 데이터 로그를 거리(미터), 시간(초)간격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리간격 또는 시간간격 버튼을 눌러 기능을 켜기/끄기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설정은 장치가 새로이 켜 졌을 때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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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나이 & 체중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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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메뉴에서 나이&체중을 선택합니다. 

 

   

 나이&체중을 사용자 설정에 맞게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된 후 확인버튼을 선택하여 설정 값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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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배경화면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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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메뉴에서 배경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장치 내부 메모리인 “bg”폴더에 사진 형식의 파일을 읽어들입니다.  

 예} bg_AK.BMP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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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을 선택한 후 사용자가 선택한 배경화면 적용이 완료 됩니다. 

[참조] 

 SporTrek 1310 은 “bmp” 파일 형식만 지원하며 240×400 pixels 일 때 최적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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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보정 

 

       장치는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일 응답하는 위치가 틀려지는 경우 화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센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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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버튼을 선택하면  “화면을 교정하시겠습니까?”메시지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화면 보정을 시작합니다 

 

 

 화면 보정 진행 시 안내에 따라 화면의 십자 표시 위치(+)를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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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보정이 완료된 후, 화면을 누르거나 30 초를 기다리면 보정 화면이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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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나침반 

 처음 나침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나침반 값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사용 시 

나침반을 보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센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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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침반”을 선택 한 후   버튼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나침반 보정을 

실시합니다. 

 

 

 위 그림과 같이 안내에 따라 장치를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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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침반 교정이 완료 되면 ”보정완료”메시지가 출력 됩니다. 버튼을 선택하여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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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고도계 

        장치는 GPS 또는 수동으로 고도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센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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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계 메뉴를 선택합니다. 

 

 

 “GPS 고도 선택” 과 “입력수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고도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GPS 고도 선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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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고도 선택”은 GPS 를 이용하여 고도계를 자동 교정 방식으로 고도 교정 진행 

시 “GPS 고도는 00m 입니다. 이 고도를 사용하겠습니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도값을 확인하고 버튼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입력수치” 에 의한 교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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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수치” 교정 방식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현재의 고도를 참조하여 직접 입력하여 

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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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152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152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시스템 설정에서 위 그림과 같은 항목들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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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왼쪽버튼-정보화면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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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버튼-정보 화면”을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장치의 트립정보화면과 자동 플립기능에서 왼쪽 버튼을 누를 때 표시되는 

항목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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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1~5 개의 정보를 바로가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컴퓨터 1~3, 고도, 나침반과 일반 설정 바로 가기 편집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될 시 메인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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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전환시간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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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버튼-정보 화면”을 선택합니다. 

 

 

 [전환 시간] 설정은 왼쪽 키 조작에 의해, 정보 화면이 자동 전환될 수 있는 시간 

간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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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에서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는 설정 시간을 화면에서 설정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참조] 

 장치의 [전환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한가지 이상의 정보 화면을 선택되어야 화면 

전환 설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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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고도 모드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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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의 고도 선택 설정 시 “고도 모드”를 선택합니다. 

 

 

 [GPS 고도], [기압계 고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이 완료되면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참조] 

 장치의 고도가 보정 되지 않았고, GPS 가 이미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며 고도모드가 

“자동선택”인 경우에는, GPS 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고도 측정 보정을 실시합니다. 

 고도 값은 기본적으로 기압 고도계를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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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고정[잠금]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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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의 화면 잠금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면 고정]를 선택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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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백라이트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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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라이트”를 선택합니다. 백라이트는 장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의 배면광을 말합니다. 

항상 켜짐, 10 초뒤 꺼짐, 15 초뒤 꺼짐 등 시간대 별로 설정 가능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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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부저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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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메뉴 선택 시 항상(버튼, 메세지), 음량 항목 중 선택하여 장치의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를 선택하여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를 선택하여 소리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경고음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치 팝업 메시지를 참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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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자동 종료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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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꺼짐”선택 시, 꺼짐, 15 분, 30 분, 1 시간, 2 시간 항목 중 선택하여 장치의 자동 

종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 

 SpoTrek 1310 에서 설정된 시간내에 설정값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장치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설정된 시간 이내에 위성이 연결된다면, 자동꺼짐 시간은 재설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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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좌표 설정  

      좌표표시 형식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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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설정”을 선택합니다. 

 

 

 “형식”을 선택하면 좌표를 표시하는 원하는 형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분초/ 도분/ 도/UTM 와 같이 좌표를 표시하는 형식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좌표계] 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위치의 위경도 값과 편차, 축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번역 수정 

조정 -> 좌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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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 데이텀 

 

 

 사용자는 “WGS1984” 등 좌표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GPS 사용시의 기본 좌표계는 

“WGS1984 “ 입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사용자 데이터] 설정시, 사용자가 원하는 변수 값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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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매개 변수의 설정이 완료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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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단위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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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는 속도/거리의 단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영국단위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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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시간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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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선택합니다. 

 시간 설정 시  “24 시간”,  “12 시간” 표기 방법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10.1.1 저장 장치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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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저장장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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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내부 메모리와 Micro SD 카드 중 원하는 저장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내부메모리와 SD 카드 중 사용할저장 공간을 선택하였다면 “재시작 하지 

않으면 수정된 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시작할까요?”메시지를 확일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장치 재 시작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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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저장 장치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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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를 선택합니다.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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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카운터 초기화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182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182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카운터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거리계, 식목수량, 상승고도, 하강고도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하여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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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MSAS/WAAS/EGNOS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184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184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MSAS/WAAS/EGNOS]를 선택합니다. 

 

 
 [켜짐]을 선택하면, 보정된 신호를 수신하여 GPS 위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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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네비정지(Static Navigation)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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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 사용팁보이기]를 선택합니다. 

 

 
 [켜짐]을 선택하면, 일정속도 이하에서는 위치정보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주로,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하며, 정차시 위지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꺼짐]을 선택하면, 일정속도 이하에서도 위치정보가 수신됩니다. 

         주로, 등산이나 산책 등 걸을 때 사용하며, 완전 정지시에 위치정확도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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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시작 시 사용팁 보이기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장치의 시스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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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 사용팁보이기]를 선택합니다. 

 

 
 [켜짐]을 선택하면 제품 시작 시에 사용팁 창이 나타납니다.. 

 

 

 



             189            

This document is the exclusive property of AscenKorea Inc. and should not be distributed, reproduced, into any other format without prior 
permission of AscenKorea Inc.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189 

AscenKorea Inc. 
Rm. 710, 7F, Halla Sigma Valley B/D, Gasandigital 2Ro 53, Geumcheon-gu, Seoul, Korea 

Tel: +82 1544 3818   Fax: +82 02 6499 2940 www.AscenKorea.com /sales@ascen.co.kr 

copyright ⓒ AscenKorea Inc. All right reserved 

4.1 경고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거리, 고도계, 속도, 시간을 설정하여 경고 알람을 사용하기위해서 경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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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메뉴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거리, 기압고도계, 속도, 시간 값의 초과 시 장치가 

경고 알람을 할 수있도록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로그 기록시 경고알람을 받기 위해 “켜기”를 설정해야 하며 경고 알람을 

받고 싶지 않을경우에는 “꺼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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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고도계 기능을 사용 하기 전에, 고도계에 대한 제품주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정한 고도에 도달하게 되면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고도 경도는 등산 

급성 고산병(AMS)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고도계는 설정한 고도치에 도달하였거나, 고도가 설정 값에 1 분 이내에 초과하는 

경우, 고도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반복 알람"을 선택했다면, 현재 고도가 설정한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화면에 

계속적으로 고도 경고가 표시됩니다. 경고를 해제하려면, “경고 끄기”를 선택합니다.  

 현재의 속도가 기본 값에 도달하였을 때 사전 경보(warning)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현재의 속도가 설정된 값에 도달하였을 때 위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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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프로필 

 

 메인화면에서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장치의 설정 값과 설정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 프로필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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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선택 항목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장치의 현재설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정 되어있는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진행 시 장치 안에 있는 로그 데이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 시의 기본 설정을 복원하기를 필요로 할 때 “공장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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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Tour Plus 설치 

사용자는 저장 된 트랙 로그를 PC 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PC 내에 ezTour Plus 를 

설치해야합니다. ezTour Plus 는 ㈜아센코리아 홈페이지 다운로드(www.ascenkorea.net)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asce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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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내 

 

㈜아센코리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83 파트너스타워 1401 호  

아센코리아 대표 전화:1544-3818   팩스: 02-6499-2940 

 홈페이지 주         소: www.AscenKorea.net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 www.freenavi.co.kr 

판매&지원문의 E-mail: sales@asc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