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품   스마트폰 연동 앱
마진 C406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마진 유틸리티 앱을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1. 장치 활성화
① 앱을 활용해 속도계 검색
② 이메일 주소 입력 후 인증번호 획득
③ 인증 완료

① 본체 ② 마운트 ③ 충전 케이블
① ② ③

      옵션 액세서리
④ ⑤ ⑥

④ 심박계 스트랩
⑤ 심박계 유닛
⑥ 속도/케이던스 센서

      설치 방법

①클램프를 벌려
핸들바에 장착

③그림처럼 본체를

마운트에 올린 다음
2. 스마트폰 연결
우측 하단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마진 C406과

스마트폰이 연동됩니다. 마진 유틸리티 앱을 켜면

자동으로 마진 C406을 검색해

라이딩 기록을 동기화합니다.

②볼트를 조여 고정 ④회전시키면 장착 완료



3. 설정
장치 활성화와 스마트폰 연결을 마치면 설정 화면
으로 이동됩니다. 마진 C406은 화면 커스텀 옵션을
제공하며, 설정 화면에서 페이지 수와 각 페이지에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
동 꺼짐, 소리 온/오프, 시간대역 변경, 개인 정보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5. 데이터 동기화 및 분석
라이딩 종료 후 마진 유틸리티 앱을 실행하면

C406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라이딩 기록은 수동으로 전송할 수도 있으며,

앱을 활용해 라이딩 기록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2. 충전
장치 뒤쪽의 고무 커버를 열고

USB를 이용해 충전합니다.

C406 스마트 GPS 사이클링
컴퓨터 워런티 규정
워런티:
마진 C406 스마트 GPS 사이클링 컴퓨터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 보증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래의 조항을 잘 읽어 주십시오.

3가지 보증 조건
이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 검사를 통과했으며,
본 보증서의 지침에 따라 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제품 품질에 의해 발생한 고장은
무상으로 보증합니다.
보증기간은 24개월이며 이는 장치 활성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구매 일자를, 구매 일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배
송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보증수리를 위해서는 지정된 운송사와 운송 방법
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운송료와 배
송 과정에서의 손실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4. 센서 연결
C406은 속도, 케이던스, 파워미터, 심박계 등 다양

한 센서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센

서와 연결하십시오

① 센서 검색

② 목록에서 장치 선택

③ 연결된 장치에 해당 센서 표시됨

본체 주요 기능
1. 버튼 기능

보증 제외 항목장치 상태 A B C
1. 보증기간 만료

전원 꺼짐
길게 눌러
장치 켜기 2. 부적절한 사용, 정비, 보관으로 인한 손상

3. 설명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제품 손상

준비

짧게 눌러
주행 시작 짧게 눌러

페이지 전환

길게 눌러
백라이트 온
/오프

4. 무단 정비, 오남용, 충돌, 부주의, 액체 유입, 사
고, 변형, 불분명한 액세서리 사용

길게 눌러
장치 끄기

5. 보증서 무단 변경
6. 보증서 또는 유효한 송장이 없는 경우

라이딩 중

짧게 눌러
일시정지

짧게 눌러
페이지 전환

짧게 눌러
새 랩 시작

7. 보증서의 제품 코드와 실제 숫자가 다른 경우
8. 디자인, 생산, 품질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손상
9. 화학약품, 날카로운 물질, 떨어뜨리거나 꽉 쥐
어서 생긴 오염이나 손상, 긁힘 등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반적인 마모나 오염

길게 눌러
장치 끄기

길게 눌러
라이딩 종료

길게 눌러
백라이트 온
/오프

10.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

일시정지

짧게 눌러
라이딩 계속

짧게 눌러
페이지 전환 길게 눌러

백라이트 온
/오프

보증기간 이후 수리
보증기간 이후에도 유상 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됩
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가격과 운송료가,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와 운송료가 청구됩니다.

길게 눌러
장치 끄기

길게 눌러
라이딩 종료

전원 켜짐 A+B 길게 눌러 파워미터 보정
위 내용을 수정, 해석할 권리는 회사 측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