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크 내비게이션 속도계

FINDER  

APP 다운로드

빠른 사용 설명서



⼀般的な問題及びビデオ補佐の獲得

4、ライダーは⾃転⾞が⾼速で運⾏する時、スクリーンに注意を払いすぎると、不適当なト
レーニングでしたら、怪我をする可能性が⾼くなります。FINDERより起こしたデータ
はご参照のみ。
5、本製品はEN300328V1.9.1の標準により開発されて、異なる地域のご使⽤につきまして
はローカルの法律規定をお守りください。
6、製品は⾮⼈為的な損害で、販売⽇から1年間保証されており、アクセサリは保証範囲
対象外です。MEILANのグローバルディストリビューターを通じて、またはMEILANに送信
してアフターサービスにご連絡ください。修理するのため、送る前に、内部ストレージ情報
を有効的に保管必要で、修復処理中にデータが失わ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あなたがYoutube/Facebook/ウェブを経由して、我々の製品インストール及び使⽤機能
の紹介をご覧下さい。

YoutubeFacebook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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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FINDER 바이크 내비게이션 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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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디바이스 고무밴드데이터 케이블 나사바이크 지지대

F-지지대

GPS�작업�상태

GPS 아이콘 깜빡임: FINDER 이 GPS
신호를 찾거나 신호 약함 (사진 A)
GPS 아이콘 사라짐:GPS 신호 강함, 
FINDER 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연결 상태 페이지에서 GPS 작동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B)
주의: 근처에 높은 건물이나 고주파 무선 
송신 장비가 있는 경우 GPS 위치 설정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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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연결

스에 적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에 고객님은 부동한 인터페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홈페이지 www.meilancycling.com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를 통하여 저희 어플을 다운로드

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하 셔도 됩니다,  APP는 고객의 필요에 

MEILAN APP 설치 및 가입 후 핸드폰의 블루투스 및 위치 기능을 켜고 APP와

FINDER 연결한 후 APP를 이용하여 FINDER 에 대하여 설정하고 센서 연결/삭제 등 

조작을 진행하고,FINDER 에서 같은 작업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효

율을 높일 것 입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 FINDER은 APP에 기록을 업로드 할 

것이고 고객님은 상세한 스포츠 데이터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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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FINDER 바이크 내비게이션 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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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디바이스 고무밴드충전 케이블 나사바이크 지지대

F-지지대

GPS�작업�상태

GPS 아이콘 깜빡임: FINDER 이 GPS
신호를 찾거나 신호 약함 (사진 A)
GPS 아이콘 사라짐:GPS 신호 강함, 
FINDER 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연결 상태 페이지에서 GPS 작동 
상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B)
주의: 근처에 높은 건물이나 고주파 무선 
송신 장비가 있는 경우 GPS 위치 설정을 
완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10:12
Mon, Nov 27

85%

Ac.Time

SPEED(km/h)

12.3
00:10:00

A B

APP�연결

스에 적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에 고객님은 부동한 인터페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 홈페이지 www.meilancycling.com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를 통하여 저희 어플을 다운로드 

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하 셔도 됩니다,  APP는 고객의 필요에 

MEILAN APP 설치 및 가입 후 핸드폰의 블루투스 및 위치 기능을 켜고 APP와

FINDER 연결한 후 APP를 이용하여 FINDER 에 대하여 설정하고 센서 연결/삭제 등 

조작을 진행하고,FINDER 에서 같은 작업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용효

율을 높일 것 입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오면 FINDER은 APP에 기록을 업로드 할 

것이고 고객님은 상세한 스포츠 데이터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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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사용

C D

S/N:18040001M1

GPS

Bluetooth

Connect

Add device

Kommot

Exit On

Bluetooth pairing request

To pair with:

Meilan M1

Allow access to your contacts and call 
history

PAIRCANCEL

GPS

Bluetooth

Connect

Add device

Kommot

Exit On

G-1 G-2 G-3

FINDER 은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아웃도어 내비게이
션 회사인 KOMUT APP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1.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KOMUT APP를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설치한 후 APP 지침에 따라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2.핸드폰 설정에서 Bluetooth 및 GPS 위치 지정 기능을 켜십시오.

3.계정 활성화
Komoot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법적 허가가 필요합니다. FINDER 포장 박스내에  
S/N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 S/N 번호를 APP의 승인 VOUCHERS에 입력하
십시오(그림 C).
제품 포장 상자, 제품 뒷면, 제품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이 S/N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Komoot

Bluetooth Power
saving

GPS Portrait

4.KOMOOT중 클릭 후  Meilan bike computer 연결하십시오

5.   길게 누르고    선택 후 들어 감:기기 추가: (그림 E)

FINDER 이 KOMOOT 발견 후    클릭 후 연결 진행 (그림 F)

6.FINDER 과 KOMOOT가 성공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과정 

중 핸드폰에 매칭 요청이 나타나면 수락하십시오

FINDER 이 KOMOOT와 연결 중(그림 G-1)

핸드폰 시스템이 매칭에 대한 인증 요구(그림 G-2)

FINDER 이 KOMOOT와 성공적으로 연결됨(그림 G-3)

E

     Komoot

F

GPS

Bluetooth

Connect

Exit Off

Add device

Exit Off

Setting

User�Info
Weight  ����������63kg

Exit

Device�Info
Free�Space:3.4M
Firmware:V1.0.1
Model:M1
S/N:18040001M1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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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사용

C D

S/N:18040001M1

GPS

Bluetooth

Connect

Add device

Kommot

Exit On

Bluetooth pairing request

To pair with:

Meilan M1

Allow access to your contacts and call 
history

PAIRCANCEL

GPS

Bluetooth

Connect

Add device

Kommot

Exit On

G-1 G-2 G-3

FINDER 은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아웃도어 내비게이
션 회사인 KOMUT APP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1.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KOMUT APP를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설치한 후 APP 지침에 따라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2.핸드폰 설정에서 Bluetooth 및 GPS 위치 지정 기능을 켜십시오.

3.계정 활성화
Komoot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법적 허가가 필요합니다. FINDER 포장 박스내에
S/N 번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 S/N 번호를 APP의 승인 VOUCHERS에 입력하
십시오(그림 C).
제품 포장 상자, 제품 뒷면, 제품 설정 인터페이스에서 이 S/N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Komoot

Bluetooth Power
saving

GPS Portrait

4.KOMOOT중 클릭 후  Meilan bike computer 연결하십시오

5. 길게 누르고    선택 후 들어 감:기기 추가: (그림 E)

FINDER 이 KOMOOT 발견 후    클릭 후 연결 진행 (그림 F)

6.FINDER 과 KOMOOT가 성공적으로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과정

중 핸드폰에 매칭 요청이 나타나면 수락하십시오

FINDER 이 KOMOOT와 연결 중(그림 G-1)

핸드폰 시스템이 매칭에 대한 인증 요구(그림 G-2)

FINDER 이 KOMOOT와 성공적으로 연결됨(그림 G-3)

E

     Komoot

F

GPS

Bluetooth

Connect

Exit Off

Add device

Exit Off

Setting

User�Info
Weight  ����������63kg

Exit

Device�Info
Free�Space:3.4M
Firmware:V1.0.1
Model:M1
S/N:18040001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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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Cycling

One Way

Fitness Level     In Good Shape

A:      Current Location

B:      Choose Destination

Expand

B

Follow
Road

Km/h Km/h

Current Current

0 27.8

0          125        250        375m

Follow Road

500M

SPEED(km/h)

0
DST (m)

855

사용�시작�

①극소수의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핸드폰의 품질로 인해 운영체제가 변조되
었고 위치나 배터리 전력 소비 및 기타 허가상의 이유로 인해 연결이 되지 않
거나 자주 중단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정품 안드로이드 시스템 브랜드의 휴
대폰을 사용하고 가능한  KOMOOT에 대한 제한을 여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
한 안내와 도움은 저희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7.연결 성공 여부를 확인한 후 KOMOOT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시작할 수 있
으며  FINDER 은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②휴대폰의 GPS가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내비게이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KOOMOOT는 자동으로 기기와의 연결이 중단됩
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③ 내비게이션은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는 도로의 변경으로 인해 부
정확성,심지어 안전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운전시 주의하십시오.

사용 시작 및 센서 매칭 

1. 길게 누른 뒤 FINDER 부팅

2.FINDER 처음 사용시 부팅하면 직접 설정에 들어갑니다

①언어 선택(사진 H-1)

②시간대 설정(그림 H-2), 인터넷에서 현지 시간대 확인 후 설정을 마치면 
GPS가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아래는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시
간대들입니다.

③미터법/임페리얼 시스템 설정(그림 H-3)
④라이더 체중 설정(그림 H-4)
⑤ODO 초기 총 노정 설정(그림 H-5)
⑥센서 매칭 시작(그림 H-6)

English

LanguageA

H-1

UTC+8 UTC+9 UTC+7 

UTC-3  UTC-8 UTC-5  

UTC+3 UTC+10 UTC+0 

UTC+1 UTC+1 UTC-8 

베이징

상파울루

모스크바

바르샤바

도쿄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베를린

방콕

뉴욕

런던

산티아고

GMT

+08:00

Time Zone

ODO

10 Km

H-6

Unit

Distance

�km
User�Info

  63 Kg

Weight

H-3 H-4 H-5

Add�device
Meilan SPD

Meilan CAD

Meilan HRM

√

ws:2050mm

Exit Select

먼저FINDER 에 연결할 센서의 배터리가정상작동상태인지, 설치위치/ 정확하
게 설치되였는지확인하십시오, 센서는 전부절전모드로 설정되여있습니다,만약 
비작동상태시보통3분 후에절전모드로 전환됩니다,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운동으
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일부 전력계는페달을 밟아야만작동시킬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뒤 연결할 센서를 선택하세요,         버튼을눌러서 위아래로이동
하세요.

H-2

⑦연결된센서에 속도센서가 있는경우기기는 휠 둘레값을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동후  WS 선택: *****, 화면오른쪽 하단에 있는- +에따라

값을늘리거나줄이십시오.

⑧설정 완료후     버튼짧게누른뒤 메인화면에 돌아갑니다.

Meilan SPD √

ws:2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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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Cycling

One Way

Fitness Level     In Goo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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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

①극소수의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핸드폰의 품질로 인해 운영체제가 변조되
었고 위치나 배터리 전력 소비 및 기타 허가상의 이유로 인해 연결이 되지 않
거나 자주 중단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정품 안드로이드 시스템 브랜드의 휴
대폰을 사용하고 가능한  KOMOOT에 대한 제한을 여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
한 안내와 도움은 저희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7.연결 성공 여부를 확인한 후 KOMOOT에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시작할 수 있
으며  FINDER 은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디스플레이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②휴대폰의 GPS가 실내에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내비게이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KOOMOOT는 자동으로 기기와의 연결이 중단됩
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③ 내비게이션은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데이터는 도로의 변경으로 인해 부
정확성,심지어 안전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운전시 주의하십시오.

사용 시작 및 센서 매칭

1.    길게 누른 뒤 FINDER 부팅

2.FINDER 처음 사용시 부팅하면 직접 설정에 들어갑니다

①언어 선택(사진 H-1)

②시간대 설정(그림 H-2), 인터넷에서 현지 시간대 확인 후 설정을 마치면 
GPS가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수정합니다, 아래는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시
간대들입니다.

③미터법/임페리얼 시스템 설정(그림 H-3)
④라이더 체중 설정(그림 H-4)
⑤ODO 초기 총 노정 설정(그림 H-5)
⑥센서 매칭 시작(그림 H-6)

English

LanguageA

H-1

UTC+8 UTC+9 UTC+7 

UTC-3  UTC-8 UTC-5  

UTC+3 UTC+10 UTC+0 

UTC+1 UTC+1 UTC-8 

베이징

상파울루

모스크바

바르샤바

도쿄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베를린

방콕

뉴욕

런던

산티아고

GMT

+08:00

Time Zone

ODO

10 Km

H-6

Unit

Distance

�km
User�Info

  63 Kg

Weight

H-3 H-4 H-5

Add�device
Meilan SPD

Meilan CAD

Meilan HRM

√

ws:2050mm

Exit Select

먼저 FINDER 에 연결할 센서의 배터리가 정상 작동 상태인지, 설치 위치/ 정확하
게 설치 되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센서는 전부 절전 모드로 설정 되여 있습니다,만약 
비작동상태시 보통 3분 후에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운동으
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일부 전력계는 페달을 밟아야만 작동 시킬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른 뒤 연결할 센서를 선택하세요,         버튼을 눌러서 위아래로 이동
하세요.

H-2

⑦연결된 센서에 속도 센서가 있는 경우 기기는 휠 둘레 값을 입력하도록 요청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이동 후  WS 선택: *****,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 +에 따라 
값을 늘리거나 줄이십시오.

⑧설정 완료 후     버튼 짧게 누른 뒤 메인 화면에 돌아갑니다.

Meilan SPD √

ws:20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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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el Size Wheel Size Wheel Size

*�아래�휠�사이즈�참고�바랍니다. 버튼�조작

Ac.Time

SPEED(km/h)

12.3
00:10:00

Store?

Delete CancelOK

B

10:12
Mon, Nov 27

85%

A

3.야외에서 위성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5.짧게      버튼 누른 뒤FINDER 은 라이딩 데이터 및 궤적을 기록하기 시작 합니

다, 라이딩 일시 정지/재개 시 M3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라이딩 끝난 뒤     

     버튼을 길게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하세요.

4.GPS 위치가 성공적으로 지정되면 "삐"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며 GPS 성공적

으로 연결되었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이어서 FINDER 은 자동적으로 기록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기록을 보고 싶

지 않으면     버튼을 짧게 눌러 기록 화면을 종료하거나 전원을 직접 끄십시오. 

길게�누름:�전원 스위치 

짧게�누름:� 화면에 들어감 (그림A)

길게�누름: 증가/ 상승,     �짧게�누름: 감소 / 하강

짧게�누름:�라이딩상태: 부분(LAP).

참고: 부분(LAP) 기능은 기록을시작할 때만 
사용할 수있습니다.
메인기능메뉴; 메인 기능 메뉴 종료

길게�누름:�라이딩상태: 메인기능조작메뉴에 

들어감

짧게�누름:
라이딩 상태: 기록 시작; 다시 짧게 누르기: 기록일시중지함, 
기타메뉴: OK 또는화면의 지침을따르십시오.

길게�누름:
라이딩 상태: 기록 종료, 저장 필요: OK
포기: Cancel (그림 B)

짧게�누름:�다음 페이지선택혹은화면지시에 따라 조작

따라서 FINDER 은 다음 라이딩 시 0부터 다시 기록됩니다. 
-08- -121-



Wheel Size Wheel Size Wheel Size

*�아래�휠�사이즈�참고�바랍니다. 버튼�조작

Ac.Time

SPEED(km/h)

12.3
00:10:00

Store?

Delete CancelOK

B

10:12
Mon, Nov 27

85%

A

3.야외에서 위성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5.짧게      버튼 누른 뒤FINDER 은 라이딩 데이터 및 궤적을 기록하기 시작 합니

다, 라이딩 일시 정지/재개 시 M3은 자동으로 판단합니다,라이딩 끝난 뒤     

버튼을 길게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하세요.

4.GPS 위치가 성공적으로 지정되면 "삐"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며 GPS 성공적

으로 연결되었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이어서 FINDER 은 자동적으로 기록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기록을 보고 싶

지 않으면     버튼을 짧게 눌러 기록 화면을 종료하거나 전원을 직접 끄십시오. 

따라서 FINDER 은 다음 라이딩 시 0부터 다시 기록됩니다.

길게�누름:�전원 스위치 

짧게�누름:� 화면에 들어 감 (그림 A)

길게�누름: 증가 / 상승,     �짧게�누름: 감소  / 하강

짧게�누름:�라이딩 상태: 부분 (LAP).

참고: 부분(LAP) 기능은 기록을 시작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기능 메뉴 ; 메인 기능 메뉴 종료

길게�누름:�라이딩 상태: 메인 기능 조작 메뉴에 

들어 감

짧게�누름:
라이딩 상태: 기록 시작; 다시 짧게 누르기: 기록 일시 중지함, 
기타 메뉴: OK 또는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길게�누름:
라이딩 상태: 기록 종료, 저장 필요: OK
포기: Cancel (그림 B)

짧게�누름:�다음 페이지 선택 혹은 화면 지시에 따라 조작

-120- -09-



표시하는�부호�및�그�의미�

10:12
Mon, Nov 27

85%

속도값은 센서에서 제공

Descent(m)Ascent(m)

SPEED(km/h)

VAM(m/h)Grade(%)

Altitude(m)

12.3

1 143

13 14

60

30m 480mbase:0m

Dst.Ahead(m)

Master

400

Rival SPEED(km/h)

Time.Ahead

00:01:57

28.8

12.3

Follow Road

500M

SPEED(km/h)

0
DST (m)

855

Altitude(m)

Heading

Cur.Time

Ascent(m)

Ac.Time

Grade(%)Total.Time

Distance(m)

SPEED(km/h)

12.3

1

60

13

800

W

10:36:05

00:25:05

00:10:00

기록 시작 기록 정지 GPS신호 상태

메인 기능 메뉴

FINDER 은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간
뒤선택

무선�연결�방식

버튼을 짧게 누른 뒤 들어 감 

라이딩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최대 4페이지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표시된 내용을 확대 및 축소하고,     누르면 다음 페이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Zone               Setting               Connect Record

메인메뉴에 들어가려면     길게누르고, 확인하려면 짧게누르고, 다음 항목을 

선택하려면     짧게누르고, 이전 페이지로돌아가려면      짧게누르십시오.

Setting

Data�management

Ac.Time Distance
Cadence HRM

Power Altitude

Temp. Grade

Back

Speed

FINDER 속도계는 블루투스 BLE4.0과 ANT + 듀얼 모드 무선 연결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센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 만약 주변에 대량의2.4GHz와 동일한 주파수 무선 간섭이 있으면  

FINDER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일부 교통 모니터링 장비, 빌딩 무선 
비디오 전송 등.

시;분  
요일;날짜   

전지량  
백라이트 휘도

GPS 연결 완료

블루투스 켬

속도 센서 미연결

답 주파수 센서 미연결

심박수 미연결

공률계 연결 완료 

상하이동

다음 데이터 선택

지난 데이터 선택 

상태 화면 조회:왼쪽 버튼     짧게 누름, 정면 임의 버튼 클릭,상태란 조회에서 

나감,백라이트 휘도 조절:상태 화면시 버튼     을 클릭하여  백라이트 휘도 증가, 

버튼     을 눌러서 백라이트 휘도 감소 

-10- -123-



표시하는�부호�및�그�의미�

10:12
Mon, Nov 27

85%

속도값은 센서에서 제공

Descent(m)Ascent(m)

SPEED(km/h)

VAM(m/h)Grade(%)

Altitude(m)

12.3

1 143

13 14

60

30m 480mbase:0m

Dst.Ahead(m)

Master

400

Rival SPEED(km/h)

Time.Ahead

00:01:57

28.8

12.3

Follow Road

500M

SPEED(km/h)

0
DST (m)

855

Altitude(m)

Heading

Cur.Time

Ascent(m)

Ac.Time

Grade(%)Total.Time

Distance(m)

SPEED(km/h)

12.3

1

60

13

800

W

10:36:05

00:25:05

00:10:00

기록 시작 기록 정지 GPS신호 상태

메인 기능 메뉴

FINDER 은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들어간
뒤선택

무선�연결�방식

버튼을 짧게누른뒤 들어감 

라이딩 데이터는다음과 같이최대4페이지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표시된 내용을 확대및 축소하고,     누르면 다음페이지를선택
할 수 있습니다

Zone Setting Connect Record

메인 메뉴에 들어가려면     길게 누르고, 확인하려면     짧게 누르고, 다음 항목을 

선택하려면     짧게 누르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짧게 누르십시오.

Setting

Data�management

Ac.Time Distance
Cadence HRM

Power Altitude

Temp. Grade

Back

Speed

FINDER 속도계는 블루투스 BLE4.0과 ANT + 듀얼 모드 무선 연결을 사용하는데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센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 만약 주변에 대량의2.4GHz와 동일한 주파수 무선 간섭이 있으면

FINDER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일부 교통 모니터링 장비, 빌딩 무선 
비디오 전송 등.

시;분  
요일;날짜   

전지량  
백라이트 휘도

GPS 연결 완료

블루투스 켬

속도 센서 미연결

답 주파수 센서 미연결

심박수 미연결

공률계 연결 완료 

상하이동

다음 데이터 선택

지난 데이터 선택 

상태 화면 조회:왼쪽 버튼 짧게 누름, 정면 임의 버튼 클릭,상태란 조회에서

나감,백라이트 휘도 조절:상태 화면시 버튼 을 클릭하여 백라이트 휘도 증가, 

버튼 을 눌러서 백라이트 휘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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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컴퓨터에서 이동식 저장 디스크를 여십시오: (MEILAN-M1)중의 폴더: 

ACTIVITY

MEILAN-M1(G)

3.42 MBAvailable，Total 3.44MB
ACTIVITY

3웹 사이트에 업로드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NDER 의 내장 파일 및 데이터는 삭제 후 복구할 수 없으므로 제품 사용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작동하십시오.

2018-08-21-11-21-45

2018-08-22-17-06-20

�충전

输⼊：Mirco�USB�DC�5V/0.5A

1. 배터리유형 : 충전 식 리튬 배터리

2. 사용가능시간 : 20시간

3. 무선전송모드 : 블루투스 BLE4.0 / ANT +

4. 작동 주파수: 2.4G HZ

5. 주변온도: -10℃— + 40 ℃.

6. 방수 등급: IPX5.

규격사양

안전성명�및�유지보수

FINDER 은 블루투스를 통해 APP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 외에 USB 케이블
을 이용해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포츠 파일을 복사해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1.꺼진 상태에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데이터�업로드

1. 사용한 배터리를물이나 자연환경에 버리지 마십시오. 

FINDER 제품을 화마나 고온환경에 두지마십시오

2. FINDER 제품을 6개월동안계속사용하지않을때는적어도 한 번 충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을경우사용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3. FINDER 제품은 가벼운 비부터 적당한 비까지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제품을

폭우에 사용하거나 물에담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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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컴퓨터에서이동식 저장 디스크를 여십시오: (MEILAN-M1)중의 폴더: 

ACTIVITY

MEILAN-M1(G)

3.42 MBAvailable，Total 3.44MB
ACTIVITY

3웹 사이트에 업로드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FINDER 의 내장 파일 및 데이터는 삭제 후 복구할 수 없으므로 제품 사용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작동하십시오.

2018-08-21-11-21-45

2018-08-22-17-06-20

�충전

输⼊：Mirco�USB�DC�5V/0.5A

1. 배터리유형 : 충전 식 리튬 배터리

2. 사용가능시간 : 20시간

3. 무선전송모드 : 블루투스 BLE4.0 / ANT +

4. 작동 주파수: 2.4G HZ

5. 주변온도: -10℃ — + 40 ℃.

6. 방수 등급: IPX5.

규격사양

안전성명�및�유지보수

FINDER 은 블루투스를 통해 APP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 외에 USB 케이블
을 이용해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포츠 파일을 복사해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1.꺼진 상태에서 USB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데이터�업로드

1. 사용한 배터리를 물이나 자연 환경에 버리지 마십시오.

FINDER 제품을 화마나 고온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2. FINDER 제품을 6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충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FINDER 제품은 가벼운 비부터 적당한 비까지 사용하기에 적합 합니다. 제품을 

폭우에 사용하거나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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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문제점�및�동영상

YoutubeFacebook Website

6.제품은 사람이 아닌 손상에 대해서는 판매일로부터 1년간 보증되며 부품은 보

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EILAN 글로벌 대리점 또는 MEILAN에 서면으로 애프

터서비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 발송할 때는 내부 보관 정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4.자전거를 고속으로 달리면서 스크린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부적절한 

훈련을 할 경우 탑승자들의 부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FINDER 에 의해 생성된 데

이터는 참조용 일 뿐입니다.

5.이 제품은 EN300328V1.9.1 표준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

용할 때는 현지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제품에 대한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ouTube/Facebook/Web

을 참조하십시오.

(ภาษาไทย) เม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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