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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argeable Lithium-ion
(Charging time : 2hours/ Available for 8 hours)
3.7V, 1,200mAh
※ Caution : Risk of explosion if the battery is replaced by an 
incorrect type

5V, 0.5A

0 ~ 50 ˚C

Operational  
Voltage

Operational 
Temperature

SG3-A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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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un the application

* Caution
BLE connection is happen 
inside the App

1. Install the application

3. Turn on Location

> >

>

2. Under Setting, 
Press "Connections"
Turn on Blue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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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can see the video of Introduction, Help, and How to use. 

5. Press 'Allow' to access 
this device's location?' 
pops up

7. press '>' after
understanding BLE 
connection

6. Press 'X' to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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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ou can connect 
Club after press 'BLE 
connection' menu

9. Turn on the Club 
and Press 'Search' 
button

10. Press 'Register'

11. Press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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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ess the swing 
button once and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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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un the application

3. Turn on Location

1. Install the application

>

2. Under Setting, 
Press "Bluetooth"

* Caution
BLE connection is happen 
inside th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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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ess 'Confirm'

7. press '>' after
understanding BLE 
connection

6. Press 'X' to start

You can see the video of Introduction, Help, and How to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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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ou can connect 
Club after press 'BLE 
connection' menu

9. Turn on the Club 
and Press 'Search' 
button

10. Press 'Register'

11. Press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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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ress the swing 
button once and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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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시간 : 2시간 / 사용가능시간 : 8시간 연속사용)
3.7V, 1,200mAh
※주의 : 과도한 전압 입력 또는 강한 충격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5V, 0.5A

0 ~ 50 ˚C

사용 전압

동작 온도

SG3-A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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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합니다.

*주의
Smartgolf 퍼터의 Bluetooth 접
속은 앱 내에서 행해집니다. 디바
이스측에서는 Bluetooth 기능을 
On으로 하는 설정만 행해 주세요.

1.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
드합니다.

3. [위치]에서 위치설정을 
'사용 중'으로 바꿉니다.

>

> >

2. [설정]에서 [연결]을 
누른 후, [블루투스]를 
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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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세요.

7. 앱 사용법 파악 후 [>]
버튼을 누릅니다.

[소개], [도움말], [훈련방법]을 눌러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시작하려면 [X]를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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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클럽 연결 후 이용 가능합
니다.

9. 연결하고자 하는 클럽 
전원을 켠 후 BLE 연결의 
[검색]을 누릅니다.

11. 연결 성공 시 자동으
로 스마트클럽 안내 화면
으로 넘어갑니다. [확인]
을 클릭하세요.

10.[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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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연결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실행됩니다. 디바이스에서는 
Bluetooth를 ON으로바꾸는 것만 하면 됩니다.

"레디", "스타트"라는 안내 이전에 스윙을 하게 되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음 모드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저전력모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저전력모드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12. 스윙버튼을 1회 누른
후 스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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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
드합니다.

3. 'Bluetooth'를 킵니다.

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합니다.

2. [설정]에서
[Bluetooth]를 누릅니다.

*주의
Smartgolf 클럽의 Bluetooth 접
속은 앱 내에서 행해집니다. 디바
이스측에서는 Bluetooth 기능을 
On으로 하는 설정만 행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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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누르세요.

7. 앱 사용법 파악 후 [>]
버튼을 누릅니다.

[소개], [도움말], [훈련방법]을 눌러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 시작하려면 [X]를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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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블루투스 버튼을 눌러 
클럽 연결 후 이용 가능합
니다.

9. 연결하고자 하는 클럽 
전원을 켠 후 BLE 연결의 
[검색]을 누릅니다.

11. 연결 성공 시 자동으
로 스마트클럽 안내 화면
으로 넘어갑니다. [확인]
을 클릭하세요.

10.[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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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연결은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실행됩니다. 디바이스에서는 
Bluetooth를 ON으로바꾸는 것만 하면 됩니다.

"레디", "스타트"라는 안내 이전에 스윙을 하게 되면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음 모드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저전력모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저전력모드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13. 스윙버튼을 1회 누른
후 스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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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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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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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確認を押す

7. BLE接続を理解した
後、「>」を押します。

6. 始めるには「×」を押し
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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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luetoothボタンを
押してクラブに接続した
後、ご利用いただけます。

9. クラブの電源をONに
し、'検索'を押します。

10. 「登録」をクリックし
ます。

11. 確認を押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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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スイングボタンを1回
押した後、スイング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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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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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LE接続を理解した
後、「>」を押します。

6. 始めるには「×」を押し
てください。

5. 確認を押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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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Bluetoothボタンを
押してクラブに接続した
後、ご利用いただけます。

9. クラブの電源をONに
し、'検索'を押します。

10. 「登録」をクリックし
ます。

11. 確認を押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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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スイングボタンを1回
押した後、スイング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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