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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OVAL GPS Core 자전거 속도계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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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지지대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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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케이블

고무밴드

바이크 지지대

나사

GPS작동상태
아이콘깜박임: OVAL가 GPS 신호를 검색하는 중
아이콘켜짐: GPS 신호가 강함, OVAL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참고: 근처에 높은 건물이나 고주파수 전기 전송 장치가 있다면 GPS 위
치 지정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심지어 위치를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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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연결
Google Play, Apple Play, 잉용바오 앱을 통해 우리의 APP를 다운받
거나 www.meilancycling.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 앱
은 고객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기에 고객님은 다
른 운영 인터페이스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MEILAN 앱을 설치한 후 앱을 등록 및 입력, 휴대폰의 블루투스 및 위치기능을 켜고
OVAL와 연결한 후 앱에 들어가 설정 및 센서 연결/삭제 등의 조작을 할 수 있으며
OVAL에서 동일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객님의 사용 효율을 제고
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록이 나타날 때마다 OVAL에서 기록을 APP에 전달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상세한 스포츠 데이터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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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설정및센서매칭
1. 전원을켜려면 길게누르십시오.
2. OVAL처음사용시설정을해야합니다. 설정페이지를들어가려면 길게누르십시오.이전
항목을선택하려면 버튼을누르세요, 데이터를변경하려면 버튼을누르고, 다음항목을
설정하려면 버튼을누르십시오.
만약 OVAL에서의 설정을 원하지 않으면 버튼을 길게 누른 뒤 설정 페이지에서 나갑니
다,그리고나서 APP와 OVAL 연결 후 직접 APP에서 설정하면 됩니다,저희는 APP 조작 방식
을 추천 드립니다,만약 APP 조작 방식을 사용한다면 기기에서의 설정 및 매칭 과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I 시간대설정: 인터넷에서현지시간대를확인하고그에따라입력하십시오. 설정후GPS가시간
과날짜를자동으로수정합니다. 다음표는자주사용하는일부도시의시간대입니다.

베이징
상파울루
모스크바
바르샤바

UTC+8
UTC-3
UTC+3
UTC+1

도쿄
로스앤젤레스
시드니
베를린

UTC+9
UTC-8
UTC+10
UTC+1

방콕
뉴욕
런던
산티아고

UTC+7
UTC-5
UTC+0
UTC-8

GMT

II.야드 파운드법을 선택하십시오. 영국식 단위: 파운드; 미터법: 킬로그램 (이미지 A)
Ⅲ. WGT 라이더 체중 설정(이미지 B)
Ⅳ. 사운드: On/Off로 알림 음 설정, On / 열기, Off/닫기(이미지 C)
v. 해발: 해발 값 수정, 여기에서 올바른 해발 값 입력(이미지 D)
VI.총 여정의 초기 값 입력(이미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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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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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센서와의 연결 (센서를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항목을 무시하십시오.)
① 먼저 OVAL와 연결하고자 하는 센서 배터리가 정상 작동 상태인지, 설치 위치/마모 상
태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2-3바퀴 정도 주행하여 센서가 작동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센서는 절전 모드로 설정됩니다. 비 작동 상태일 경우 3분 후 자동으로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재사용시 반드시 주행하여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일부는 페달을 밟아야
만 활성화 시킬수 있습니다,
② 1은 첫 번째 자전거의 센서를 검색하여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개 아이콘이 깜빡일 시 OVAL는 이유형의 센서를 연결 중이라는 것을 표시
합니다,그중 한 개의 센서가 OVAL에 의해 연결 되였다면 아이콘은 깜빡임을 정지하고 켜
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 OVAL가 연결된 센서를 검색
하는 중.
깜빡임
: OVAL 속도, 시점, 심박수,
전력의 4개 센서가 모두 성공적으로 연결
되어야만 OVAL가 SUCC를 표시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의 센서를 모두
연결할 필요가 없다면 연결해야 하는 센서
의 아이콘이 깜박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깜박이지 않고 계속 켜진다면 센서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첫번째 자전거 센서

검색

KM/H

W

매칭 검색중
M

매칭 성공

OVAL 장치가 이전에 이미 센서와 매칭된 경우 다시 매칭 시 아래와 같
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의미; 매칭 취소; 확인하려면
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모든 매칭 정보는 삭제되고 OVAL 는 센
서를 다시 매칭합니다.

③ 연결해야 할 센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짧게 누르면 첫

번째 자전거 림 둘레 설정이 시작됩니다. 설정된 림 둘레는 앱에서 보
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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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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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오른쪽 버튼을 다시 짧게 누르면 두 번째 자
전거 센서 연결에 들어가게 되며 조작 과정은
첫 번째 자전거와 동일합니다.

두번째 자전거 센서 검색

KM/H

⑤두번째 자전거의 센서를 연결할 필요가 없으면
첫번째 자전거의 림 둘레 설정 후 버튼을 길게
눌러서 설정메뉴에서 나가십시오.

W

M

*아래는 참조를 위한 림 둘레의 크기 입니다.
Wheel Size

Wheel Size

Wheel Size

3.실외의 탁 트인 넓은 곳으로 가서 위성 신호의 위치 설정을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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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PS 위치 설정 성공 시 "Bee" 소리가 있고 GPS 아이콘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이때
바이크 주행 가능합니다.
5.
짧게 누르기, OVAL가 데이터 및 주행 경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주행을 일시
중단/재 시작할 때OVAL는 자동으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주행 완료 후 주행 데이
터를 저장하려면 를 길게 누르십시오.
6. 다음 OVAL는 자동으로 기록 메뉴에 들어갑니다, 만약 기기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필
요가 없으면 길게 눌러 메뉴를 종료하거나 전원을 끄십시오. 다음 주행 시 OVAL는
0부터 다시 기록합니다.

버튼조작

길게누르기:OVAL 전원 켜기; 다시 길게 누르기, OVAL 전원 끄기
짧게누르기: 밝기 모드 조정
짧게누르기주행상태:세그먼트 LAP (주의:기기가 녹화를 시작할 때만
세그먼트 LAP 기능이 작동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설정 메뉴: 위의 항목 선택
기록 메뉴에서: 만약 해당 기록에 세그먼트 LAP 데이터가 있는 경우 매
개 세그먼트 기록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길게누르기
주행 상태: 설정 메뉴에 들어 감
설정 메뉴: 설정 메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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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누르기
주행 상태: 녹화 시작, 다시 짧게 누르기: 녹화 일시 중지;
설정 메뉴: 값 전환
기록 메뉴에서: 표시된 데이터 이름을 전환하십시오.
길게누르기
주행 상태: 기록을 종료하고 데이터 저장
짧게누르기
주행 상태에서: 표시된 데이터 이름을 전환하십시오.
설정 메뉴에서 다음 항목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기록 메뉴에서 다음 기록을 선택하십시오.
길게누르기
주행 상태에서:기록 메뉴에 들어가십시오.
기록 메뉴에서: 기록 메뉴를 종료하십시오.
출고 설정 복원: +
동시에 길게 누르십시오.
OVAL에서 출고 설정 복원 여부를 묻습니다,
짧게 눌러서 확인하고 취소하려면 짧게 누르십시오.

표시되는부호및그의미
℉
℃

MPH
KM/H

∑
LAP

SLOPE GMT

LAP

TM ALTI TOT
F
T
W

%

MI

ASCE WT

WS
MPH

LBKGFTK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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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MMIKM

KM/H

현재 시간
녹화 시작
녹화 일시 중지
본 기록에 포함된 분할의 총 수량
기록 조회 모드
단락:현재 몇 번째 단락
해당 기기의 배터리 전원
현재 속도가 평균 속도보다 높음;
현재 속도는 평균 속도보다 낮음
현재 온도
영국식 단위
미터 단위

속도 센서
연결 상태

GPS 작동 상태

공률
연결 상태
AVG

평균값

MAX

최대값

센서
연결 상태

연결 상태의
심박수

아이콘이 깜박거릴 때 속도계가 여전히 기기의 신호
를 검색 중임을 나타내며 아이콘이 깜박거리지 않을
때 기기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SLOPE 현재 경사도
GMT
TM

시간 구역 설정
이번 라이딩 시간 (휴식 시간 불 포함)

ALTI

현재 고도

TOT

이번 운동 총 시간(휴식 시간 포함)

ASCE

누적 상승 고도

WT

체중 설정

DST

이번 운동 총 주행 거리

CAT

소모 칼로리

ODO

누적라이딩총주행거리,해당데이터는출고설정을복원할때만제로가됩니다

WS

속도 센서 사용시 림 두레 설정

무선연결방식
OVAL 장치는 Bluetooth BLE4.0 및 ANT + 2개의 무선 연결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같은
방식을 가진 센서와의 연결도 가능합니다.
고지 사항: 주변에 대량의 2.4GHz의 동일한 주파수 무선 간섭이 있으면 이
로 인해 OVAL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일부 교통 모니터링 장비,
빌딩 무선 비디오 전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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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조회
우리는 고객님이 APP를 통해 OVAL가 저장한 기록을 조회 하는것을 추천합니
다OVAL가 기록에 들어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길게 누르면 현재 기록을 저장한 후 OVAL는 자동으로 이번 기록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타기 전에 길게 누르세요, OVAL가 자동으로 최근 기록의 페이지로 들어갈
겁니다.
기록 중 발생한:
월:일/시:분

MPH

LAP

기록 조회 메뉴

TM

이번 기록 중 포함된 트랙
수량: 5 트랙
MI

짧게 누르기
짧게 누르기
짧게 누르기
길게 누르기

: 이번 기록에서 표시되는 트랙 데이터LAP 1, 2, 3…..의 기록
데이터 전환
:데이터 명칭 전환
:다음 기록 표시;
:기록 메뉴 종료;

데이터업로드
OVAL 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데이터를
APP에 업로드 할 수도 있고 USB 포트
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데이터를 복제한
다음 인터넷에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1.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USB 케이블
을 연결하십시오.
-10-

2. PC에서 고객님의 디스크를 엽니다, (Meilan-M2)중의 파일: ACTIVITY
MEILAN-M2(G)
ACTIVITY
3.42 MBAvailable，Total 3.44MB

3.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스포츠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십시오. 여기서 데이터
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OVAL의 내장 파일 및 데이터는 삭제 후 복구할 수 없으므로 제품 사용 실패
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작동하십시오.
2018-08-21-11-21-45
2018-08-22-17-06-20

OVAL충전

입력: Micro USB DC 5V/0.5A

규격사양
1. 배터리유형 : 충전 식 리튬 배터리
2. 사용가능시간 : 25시간
3. 무선전송모드 : 블루투스 BLE4.0 / ANT +
4. 작동 주파수: 2.4G HZ
5. 주변온도: -10 — + 40 ℃.
6. 방수 등급: IP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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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명및유지보수
1. 사용한 배터리를 물이나 자연 환경에 버리지 마십시오.
OVAL제품을 화마나 고온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2. OVAL제품을 6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충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OVAL제품은 가벼운 비부터 적당한 비까지 사용하기에 적합 합니다. 제품을 폭
우에 사용하거나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4.자전거를 고속으로 달리면서 스크린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부적절한
훈련을 할 경우 탑승자들의 부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OVAL에 의해 생성된 데
이터는 참조용 일 뿐입니다.
5.이 제품은 EN300328V1.9.1 표준에 따라 개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증 대상에
서 제외됩니다, MEILAN 글로벌 대리점 또는 MEILAN에 서면으로 애프터서비스
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 발송할 때는 내부 보관 정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흔한문제점및동영상
우리의 공식 유튜브/페이스북 /www.meilancyling.com링크에서 제품의
설치 방법 및 기능 소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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