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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
1. Deeper Sonar

제품 구성
충전 및 무선 연결
젶제품 내용및 볼트 연결
스마트 기기와 무선 연결
안드로이드 & 애플 기기에 연결하기
캐스팅 스캔
카약, 밸리, 소형보트에 제품 장착하기
Lakebook/ 기록물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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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 캐이블
1. 보관 가방
2. 연결 볼트
1. lakebook 가이드

O 1번 깜박이면 충전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배터리가 여전히 비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O 2번 깜박이면 25%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O 3번 깜박이면 50%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O 4번 깜박이면 75%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O 녹색 불빛은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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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충전이 완료되면 상부 커버를 원래대로 닫습니다. 단어
“Water”와 “Proof”가 완벽하게 정렬되도록 잘 닫으십시오.

Deeper CHIRP+를 전원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장치가 충전 중임을 나타내는 주황색
표시등이 일정 간격으로 깜박입니다. 깜박이는
횟수는 배터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 빨간색 표시등은 충전 오류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우선 다른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용해 보십시오. 이어서 더 오랜 시간(1시
간 이상) 동안 장치를 충전 상태로 두십시오. 표시등이 여전히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먼저 상부 커버를 엽니다. 그에 앞서 항상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동봉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Deeper Sonar를 USB 전원에 연결합니다. 충전은
기본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PC, 차량의 전원 출력부 또는 다른
기기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 Deeper가 충전기 케이블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물 속에 넣지 마십시오! 기기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소나를 물 속에 넣기
전에 항상 상부 커버가 단단히 닫혀 있도록 하고 방수 표시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게 하십시오.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는 한 번에 1개의 Deeper
Sonar에만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Deeper Sonar는 한 번에 1개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불빛은 충전하기에 주변 온도가 너무 낮다는 의미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3°C / 37.4°F 이하의 온도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실온에서 Deeper Sonar를 다시 충전하십시오.

충전 및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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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상)
MATERIAL

보보트나

선상에서 제품을 사용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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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엔클로져, 티타늄 부속

					
O-RING
커버와 본체에 위치한 O-RING은 제품을
방수처리하여 줍니다.

SENSORS
음파 센서이자 전원센서 입니다.
센가가 물을 감지하면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고
또한 물을 감지 못하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짐니다

볼트 (중)

지면과 수면이 거리가 있을경우:
부두나 다리 등 수면의 거리가 지면과
있을경우 사용하세요

					
볼트 (하)
Vivamus sodales tellus sed 지면과 수면의 거리가
가까우면 볼트를 하단에 장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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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모바일 기기에 연결.

Deeper CHIRP+를 iPhone 또는 iPad에 연결
Deeper 전원 확인 (전원에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수중에 있

Deeper Sonar는 수중에 있거나 또는 전원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물 밖에 있거나 또는
충전되지 않으면 기기가 자동으로 꺼져 배터리
소모에 크게 도움됩니다.

앱은 구버전 “Deeper Smart Sonar” 와 신규 앱
“Fish Deeper” 앱이 사용가능합니다.

1. Deeper 전원 확인 (전원에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수중

Deeper Smart Sonar 앱은 추후 사용 불가될
예정인 관계로 Fish Deeper앱을 사용하십시오.

Deeper Sonar를 사용하려면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앱을 처음 실행하면 등록 화면이 표시될 것입니다.
등록된 사용자만 앱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에서 Wi-Fi 설정 열기
3. Wi-Fi 장치 목록에서 Deeper 소나를 찾아 클릭
해 연결
4. 비밀번호 “12345678”을 입력
5. “스마트 네트워크 스위치” 기능 끄기(장치에서 지원
되는 경우).
6. “스마트 네트워크 스위치”는 스마트 기기 설정 항
목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7. 스마트폰에서 Wi-Fi 설정 열기
8. Wi-Fi 장치 목록에서 Deeper 소나를 찾아 클릭
해 연결
9. 비밀번호 “12345678”을 입력
10. “Wifi 지원” 기능 끄기(장치에서 지원되는 경우).
11. “Wifi 지원”는 스마트 기기 “셀룰러” 설저에서 항
목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또는 이
와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
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모바일
기기의 WiFi 연결이 인터넷이 아닌 Deeper 소나용
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메시지가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모바
일 기기의 WiFi 연결이 인터넷이 아닌 Deeper 소나
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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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기와 무선연결

검색어는: “디퍼” 또는 “deeper sonar”
검색하십시오.

에 있을 경우)

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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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및 스캔

Pro, Pro+ CHIRP+
A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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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에 제품
설치하기

SERIES

Deeper를 보트 에 장착하시려면
낚시를 다음 단계에 따르십시오.
1. ‘Water Proof’ 마크가 완전히
일치하도록 상부 커버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사 3호에 루어대 Heavy급 이면 적절
Deeper 제품을 스캔 하고자 하는 장소에 던진 다음
릴을 감아 거둡니다. 천천히 릴을 감을 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표시되는 수중 스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2. Deeper 플렉시블 암 마운트2.0
을 들어 보안 끈을 묶어 사용시
제품 분실을 방지 합니다

“릴을 감을때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핸드폰 데이터를 끄고 사용”

3. 먼저 플렉시블 암의 플라스틱
노드를 Deeper 소나의 아래쪽
장착 지점에 위치시킨 다음,
나사를 중간 장착 지점에 단단히
조입니다. 보트의 70mm 두께의
특정 부분에 G-Clamp를
장착합니다.
4. 유연한 기둥을 Deeper Sonar
위치에 맞추어 물에 절반 가량
잠기게 합니다.
ⓘ Flexible Arm 또는 Flexible
Arm 2.0을 사용하려면 항상 안전
끈을 사용하십시오. Deeper Sonar
를 물 속에 완전히 담그지 마십시오.
Wi-Fi 신호를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가급적 높은 위치에서 사용
ⓘ Deeper 소나를 캐스팅후 다음 감아 올릴 때,
스마트폰/태블릿을 소나에서 신호를 쉽게 수신할 수
있는 곳에 위치시키십시오. 스마트폰 / 태블릿이 바닥
위에 있거나 또는 주머니 속에 있으면, 연결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용 Deeper 스마트폰 마운트를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최철호 H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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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데이터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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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er로 수행한 모든 스캔 자료를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출조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 예를 들어, 새 휴대 전화기를 구입할 때, 새
기기에 모든 기존 스캔 정보를 가져옵니다.

1. · Deeper 로그인 정보를 사용하여 Deeper
App을 통해 Android 또는 iOS 기기의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새로운 지도나 스캔 정보는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와
동기화되지만 이 작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2. · Lakebook을 통해 어떤 컴퓨터에서든 귀하의
지도와 스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션에 눈금이있는 클라우드 아이콘이 있으면 이미
동기화된 것입니다. 클라우드 윤곽만 있는 경우 아직
동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3. · 스캔 정보 손실 없이 스마트폰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데이터를 Deeper 클라우드에만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세븐드엘러먼트
디퍼어군탐지기 한국 총판
www.deepersona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