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mTom GPS Watch 

사용자 매뉴얼 

2.0 

 

 



2 

 

 

 

목차 

시작 6 

새 소식 7 

이번 릴리즈의 새로운 내용 ................................................................................................................ 7 

시계 9 

시계 정보............................................................................................................................................. 9 
시계 착용하기 ................................................................................................................................... 10 
시계 청소하기 ................................................................................................................................... 10 
심박수 센서 ....................................................................................................................................... 10 
스트랩에서 시계 분리하기 ............................................................................................................... 11 
데스크 독으로 시계 충전 ................................................................................................................. 11 
자전거 마운트 사용 .......................................................................................................................... 12 
홀더에서 시계 분리하기 ................................................................................................................... 16 
O-링 사용 .......................................................................................................................................... 17 
정보 화면........................................................................................................................................... 18 
재설정 수행 ....................................................................................................................................... 19 

시작하기 21 

모바일 장치와 페어링하기 23 

Android 장치와 페어링하기 ............................................................................................................. 23 
iOS 장치와 페어링하기 .................................................................................................................... 24 

데이터 동기화 방법 26 

모바일 장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 동기화....................................................................... 27 
문제 해결........................................................................................................................................... 27 

활동 29 

활동 정보........................................................................................................................................... 29 
칼로리 추정 ....................................................................................................................................... 30 
24 시간 심박수 측정 정보 ................................................................................................................ 30 
활동 시작........................................................................................................................................... 31 
활동 설정........................................................................................................................................... 32 
활동 일시 중지 및 정지 ................................................................................................................... 33 
표시할 메트릭 선택 .......................................................................................................................... 34 
러닝 설정........................................................................................................................................... 35 
아웃도어 사이클링 설정 ................................................................................................................... 36 
수영 설정........................................................................................................................................... 36 
러닝머신 설정 ................................................................................................................................... 37 



3 

 

 

 

인도어 트레이닝 활동을 위한 설정 ................................................................................................. 38 
사이클 활동을 위한 설정 ................................................................................................................. 38 
스톱워치 사용 ................................................................................................................................... 39 
트레이닝 프로그램 ............................................................................................................................ 41 

트레이닝 프로그램 정보 .............................................................................................................. 41 
없음 .............................................................................................................................................. 41 
목표 .............................................................................................................................................. 41 
인터벌 ........................................................................................................................................... 42 
랩 .................................................................................................................................................. 43 
스플릿 ........................................................................................................................................... 43 
구간 .............................................................................................................................................. 44 
레이스 ........................................................................................................................................... 48 

활동 내역........................................................................................................................................... 49 
다른 웹 사이트 및 파일 형식으로 활동 내보내기 .......................................................................... 49 

신체 연령 51 

TomTom 신체 연령에 대한 모든 것 ............................................................................................... 51 
시계에서 피트니스 포인트 보기 ....................................................................................................... 51 

운동 53 

운동 정보........................................................................................................................................... 53 
빠른 운동 시작 .................................................................................................................................. 53 

피트니스 트래킹 56 

활동 트래킹 정보 .............................................................................................................................. 56 
일간 활동 목표 설정 ......................................................................................................................... 56 
활동 트래킹 끄기 .............................................................................................................................. 56 
활동 모니터링 ................................................................................................................................... 57 
활동 공유........................................................................................................................................... 57 

경로 탐색 58 

트레일 보기 정보 .............................................................................................................................. 58 
새 트레일 따라가기 .......................................................................................................................... 59 
Sports 로 트레일 관리하기............................................................................................................... 59 
이동 경로 트레일 사용하기 .............................................................................................................. 61 
나침반 사용하기 ................................................................................................................................ 62 
나침반 보정 ....................................................................................................................................... 63 

Adventurer 활동 유형 65 

트레일 러닝 ....................................................................................................................................... 65 
하이킹 ................................................................................................................................................ 65 
스키 및 스노보드 .............................................................................................................................. 66 



4 

 

 

 

수면 트래킹 68 

수면 트래킹 정보 .............................................................................................................................. 68 
수면 트래킹 ....................................................................................................................................... 68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수면 모니터링 .............................................................................................. 68 

음악 69 

음악 정보........................................................................................................................................... 69 
제공되는 헤드폰 충전 ....................................................................................................................... 69 
시계와 헤드폰 페어링 ....................................................................................................................... 70 
이어버드 변경 ................................................................................................................................... 72 
헤드폰 착용 ....................................................................................................................................... 72 
시계에 음악 넣기 .............................................................................................................................. 73 
음악 재생........................................................................................................................................... 74 
시계의 음악 백업 .............................................................................................................................. 75 
음성 코치 정보 .................................................................................................................................. 76 
헤드폰 문제 해결 .............................................................................................................................. 76 

센서 추가하기 78 

센서 정보........................................................................................................................................... 78 
외부 심박수 센서 .............................................................................................................................. 78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 ..................................................................................................................... 79 

설정 83 

설정 정보........................................................................................................................................... 83 
시계 ................................................................................................................................................... 83 
트래커 ................................................................................................................................................ 84 
재생 목록........................................................................................................................................... 84 
센서 ................................................................................................................................................... 84 

심박수 센서 테스트 ..................................................................................................................... 85 
휴대폰 ................................................................................................................................................ 85 
비행기 모드 ....................................................................................................................................... 86 
옵션 ................................................................................................................................................... 86 
프로필 ................................................................................................................................................ 87 
기준 ................................................................................................................................................... 87 



5 

 

 

 

TomTom Sports 계정 88 

TomTom Sports Connect 89 

TomTom Sports 모바일 앱 90 

추록 91 

저작권 고지 101 



6 

 

 

 

이 사용 설명서에는 새로운 TomTom Runner 3, TomTom Spark 3 또는 TomTom Adventurer 

워치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빠르게 필수 사항을 확인하려면 시작하기 페이지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TomTom 

Sports Connect 를 다운로드하고 데스크 독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 정보 

 활동 시작 

 신체 연령 

 운동 

 활동 트래킹 

 음악 

 Adventurer 워치 사용하기 

팁: tomtom.com/support 에서 FAQ 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제품명 입력을 시작하면 선택 

가능한 제품 목록이 나타납니다.  

이 가이드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TomTom GPS 스포츠 워치를 사용해 원하는 피트니스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음악 기능과 내장형 심박수 센서는 일부 시계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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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릴리즈의 새로운 내용 

TomTom Runner 2, TomTom Runner 3, TomTom Spark, TomTom Spark 3, TomTom Adventurer 

신체 연령 

TomTom 신체 연령은 활동 중 심박수, 최대 및 안정 시 심박수, 활동, 성별, 연령, 키, 몸무게 등을 

토대로 신체 기능을 정상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건강한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수록 신체 연령이 개선됩니다. 피트니스 포인트를 획득하여 신체 연령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TomTom Sports 워치에서 심박수 모니터링을 사용하여 활동을 기록할 경우 

피트니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신체 연령으로 이동하세요. 

운동 

더욱 효과적으로 운동하려면 이제 TomTom Sports 웹 사이트 또는 앱에 연결한 후 시계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50 가지 개인 맞춤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러닝 및 사이클링 

활동의 운동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며 피트니스, 지방 연소, 지구력, 고속, 근력의 5 가지 카테고리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운동으로 이동하세요. 

음악 개선 사항 

이제 헤드폰 연결을 끊으면 시계가 음악 트랙 또는 오디오북에서 멈춘 위치를 기억합니다. 또한 

시계의 왼쪽과 오른쪽을 길게 눌러 음악 트랙 안에서 10 초씩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음악으로 이동하세요. 

활동 중 자동 일시 중지 

이제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계가 자동으로 활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새로운 활동별 설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활동 일시 중지 및 정지로 이동하세요. 

동기화 및 알림 제어 

새로운 설정에서는 시계와 모바일 장치를 동기화하는 시간 및 방식을 자세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에서 휴대폰 알림을 받을지 여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휴대폰으로 이동하세요. 

사용 설명서 개선 사항 

메뉴 옵션에 활동을 시작한 후 사용할 수 있는 섹션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활동 설정으로 이동하세요. 

페어링과 동기화에 대해 상세한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새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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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모바일 장치와 페어링하기 및 데이터 동기화 방법으로 이동하세요. 



9 

 

 

 

시계 정보 

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시계 화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화면에는 시간과 날짜가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정확한 시간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시간보다 분이 더 밝게 표시되어 시간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 아래,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시계의 다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 왼쪽 버튼 누르기 - 활동 트래킹 화면을 엽니다. 

2. 아래쪽 버튼 누르기 - 설정 메뉴를 엽니다. 

3. 오른쪽 버튼 누르기 - 활동 메뉴를 엽니다. 

팁: 길게 누를 경우 활동 메뉴, 활동 메트릭 화면 및 설정 간에 자동으로 스크롤됩니다. 

4. 위쪽 버튼 누르기 - 음악 화면을 엽니다.  

5. GPS 수신기.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GPS 수신기가 위쪽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6. 화면을 손바닥으로 잠시 가리면 백라이트가 켜집니다. 

시계 화면에 시간과 날짜가 표시됩니다.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시계를 선택해 

12 시간 또는 24 시간 형식으로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계 사용하기 

위쪽 또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 메뉴에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항목의 메뉴를 엽니다. 

메뉴에서 나가려면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메뉴의 옵션을 선택하려면 먼저 해당 메뉴가 강조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조 

표시된 옵션이 유지됩니다. 

메뉴의 옵션이 켜지거나 꺼지면 위쪽 또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중요: 시계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절전 모드가 됩니다. 시계의 절전 모드를 해제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그러면 시계가 Sports 앱과 자동으로 페어링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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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착용하기 

시계를 어떻게 착용하는지에 따라 심박수 센서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착용 방법은 

중요합니다. 이 센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박수 센서를 참조하세요. 

 시계의 디스플레이 부분이 손목 위쪽을 향하고 바닥 면이 피부에 닿으며 손목뼈에서 

떨어지도록 착용합니다. 

 

 

 스트랩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손목에 단단하게 채웁니다. 

 

 워밍업을 충분히 하면 심박수 센서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 심박수를 감지할 때 움직이지 않아야 정확도가 높습니다. 
 

시계 청소하기 

시계를 자주 사용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물에 적신 천으로 시계를 닦습니다. 순한 비누를 사용해 기름기나 먼지를 

제거합니다. 

 가솔린, 세정제, 아세톤, 알코올 또는 살충제 같은 강한 화학 물질에 시계를 노출하지 마세요. 

화학 물질은 시계의 밀폐 부위, 케이스, 마감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영한 후에는 수돗물로 시계를 헹구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건조시킵니다. 

 필요에 따라 순한 비누와 물을 사용해 심박수 센서와 연결 패드를 청소합니다.  

 심박수 센서 영역을 긁지 마세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심박수 센서 

시계에 내장형 심박수 센서가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트레이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장형 심박수 센서나 외부 센서(자전거 핸들바에 시계를 장착한 경우)를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계에 심박수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tomtom.com/sportsaccessories에서 

가슴 스트랩을 별도로 구입하여 심박수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tomtom.com/sports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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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작동 방식 

심박수는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광선을 사용해 측정됩니다. 손목의 피부에 불빛을 비춰 피부 

바로 아래의 모세 혈관을 투영하고 변화하는 광선의 반사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심박수 센서의 성능은 체지방률 또는 체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목에 어떻게 시계를 

착용하는지, 워밍업을 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줍니다. 

심박수 센서 사용 

심박수 센서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시계 착용하기를 참조하세요. 연속 심박수 트래킹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켜는 방법은 24 시간 심박수 측정 정보를 참조하세요. 

참고: 수영하는 동안에는 센서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스트랩에서 시계 분리하기 

시계를 충전하거나 자전거 마운트를 사용하기 전에 또는 홀더에 넣기 전에 시계를 손목 

스트랩에서 분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목 스트랩에서 시계를 분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스트랩을 잡은 채 TomTom 로고의 안쪽을 누릅니다. 

 

2. 스트랩에서 시계를 분리합니다. 

 

 

데스크 독으로 시계 충전 

중요: USB 벽 충전기를 사용해 시계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데스크 독에 넣고 데스크 독의 

USB 커넥터를 USB 벽 충전기에 연결하세요. 

시계가 손목 스트랩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스크 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먼저 손목 스트랩과 

시계를 분리한 다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랩에서 시계 분리하기 

자세한 내용은 스트랩에서 시계 분리하기를 참조하세요. 



12 

 

 

 

데스크 독으로 충전 

데스크 독에 시계를 넣으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뒷면의 곡선을 따라 독 안으로 시계를 밀어 넣습니다.  

2. 딸깍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계를 다시 밀어 완전하게 연결합니다. 

 

 

 

중요: 독에 시계를 넣으면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연결됩니다.   

  

 

벽면 콘센트 또는 USB 소켓을 통한 충전(데이터 연결 기능은 

제외)   

 

 

Sports 액세스를 포함하는 전체 연결 

3. 데스크 독에서 시계를 분리하려면 시계 뒷면의 곡선을 따라 당겨 독에서 떼어냅니다. 
 

자전거 마운트 사용 

자전거 마운트 액세서리를 구입한 경우, 마운트는 시계용 홀더와 (핸들바에 클립을 연결하기 위한) 

핸들바 스트랩으로 구성됩니다. 

중요: 이 지침은 핸들바에 홀더를 연결한 후 시계를 삽입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자전거 마운트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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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계 홀더 뒷면에 있는 후크로 핸들바 스트랩을 밀어 넣습니다. 핸들바의 크기에 맞는 길이를 

선택합니다. 

 

 

팁: 스트랩에는 22mm 부터 32mm 까지 다양한 크기의 핸들바에 맞도록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핸들바에 가장 잘 맞는 구멍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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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핸들바에 시계 홀더를 놓고 바를 스트랩으로 감쌉니다. 

 

3. 홀더 아래쪽의 클립을 사용해 핸들바 스트랩을 연결합니다.  

이제 스트랩이 핸들바에 단단하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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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목 스트랩에서 시계를 분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홀더를 눌러 엽니다. 덮개를 들어올립니다. 

 

5. 그림과 같이 홀더에 시계를 밀어 넣습니다.  

 

6. 시계를 제자리에 꽉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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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계 위로 홀더를 닫고, 닫을 때 딸깍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달려 

보세요! 

 

 

홀더에서 시계 분리하기 

시계를 충전하거나 핸들바에 자전거 마운트를 설치할 경우, 시계를 홀더에서 분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홀더에서 시계를 분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아래와 같이 홀더를 눌러 연 다음 덮개를 들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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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를 다시 사용자를 향해 밀어 홀더에서 해제합니다. 

3. 시계를 밀어 내어 손바닥으로 받아냅니다. 
 

O-링 사용 

자전거 마운트 스트랩을 분실할 경우 표준 O-링을 사용하여 시계를 핸들바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O-링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를 뒤집고 시계 앞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후크에 O-링을 삽입합니다. 

 

2. 고무 조각(예: 오래된 자전거 튜브 조각)을 찾습니다.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마운트와 핸들바 

사이에 끼워 사용합니다. 

3. 고무 조각이 마운트와 바 사이에 들어가도록 핸들바에 마운트를 장착합니다. 

 

4. 핸들바를 O-링으로 감싸 뒤쪽 후크까지 오도록 들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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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화면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위쪽에 정보가 나타날 때까지 위쪽을 누릅니다. 

오른쪽을 눌러 정보 화면을 엽니다. 

정보 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나타납니다. 

 배터리 - 시계에 남아 있는 배터리 양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데스크 독에 시계를 넣고 컴퓨터에 독을 연결하세요. 

 저장공간 - 시계에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컴퓨터에 시계를 연결하세요. TomTom Sports Connect 가 컴퓨터에 운동 

또는 활동을 전송합니다.  TomTom Sports 웹 사이트 또는 선택한 다른 웹 사이트의 계정에 

활동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최근 10 회의 운동 요약에 해당하는 내역은 시계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의 운동은 

Sports 로 전송됩니다. 

 QUICKGPS -시계의 QuickGPSfix 정보 상태  

QuickGPSfix 는 시계가 정확한 현재 위치를 빠르게 찾아 활동을 시작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계에서 QuickGPSfix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컴퓨터에 시계를 

연결하세요. TomTom Sports Connect 가 시계에서 QuickGPSfix 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줍니다. QuickGPSfix 정보는 다운로드한 시점부터 3 일간 유효합니다. 

다음 기호는 QuickGPSfix 의 상태를 표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계의 QuickGPSfix 가 최신 상태입니다. 

 

 
 

시계의 QuickGPSfix 가 오래되었습니다. 시계의 QuickGPSfix 정보가 

오래되었더라도 시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활동을 

시작하려 할 때 GPS 픽스를 가져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버전 - 소프트웨어 버전 번호. 고객 지원에 연락할 경우에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시계를 연결할 때마다 TomTom Sports Connect 에서 시계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련 번호 - 시계의 일련 번호. 고객 지원에 연락할 경우에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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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정 수행 

소프트 재설정 

벽 충전기나 컴퓨터에서 시계를 분리할 때마다 소프트 재설정이 수행됩니다. 

시계에서 소프트 재설정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벽 충전기나 컴퓨터에 시계를 연결합니다. 

시계에 배터리 기호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컴퓨터를 사용 중인 경우 Sports Connect 가 시계 업데이트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벽 충전기나 컴퓨터에서 시계를 분리합니다. 

시계의 소프트웨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면 시계에서 소프트 재설정이 수행됩니다. 

복구 모드 

복구 모드에서는 개인 데이터와 설정을 삭제하지 않고도 시계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구 모드를 사용하여 시계를 재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시계를 독에 놓은 후 독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시계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유지합니다.* 

3. 독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시계에 tomtom.com/reset 이 표시될 때까지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4. 버튼에서 손을 떼고 Sports Connect 에 업데이트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5. Sports Connect 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 컴퓨터의 USB 포트에 쉽게 액세스할 수 없다면 시계를 제외하고 독만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그런 다음 독에 시계를 밀어 넣으면서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값 재설정 

중요: Sports Connect 에서 초기값 재설정을 수행하면 Sports Connect 의 내보내기 설정을 비롯해 

모든 개인 데이터와 설정이 시계에서 삭제됩니다. 이 작업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초기값 재설정은 시계를 복원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데이터와 설정을 꼭 

제거하고 싶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값 재설정은 시계에 소프트웨어를 다시 설치하고 다음을 제거합니다. 

 활동 

 시계의 설정 

  Sports Connect 활동 업로드를 위한 사용자 설정. 

중요: 초기값 재설정을 수행할 경우,  Sports Connect 가 시계 복원을 마칠 때까지 시계를 

분리하지 마세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시계 연결을 해제하기 전에 Sports Connect 와 

시계에 표시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세요. 

시계에서 초기값 재설정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컴퓨터에 시계를 연결하고 Sports Connect 가 시계 업데이트를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2. Sports Connect 에서 설정을 확장합니다. 

3. Sports Connect 아래쪽에서 초기값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Sports Connect 에서 시계에 맞는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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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orts Connect 의 창이 닫힐 때 시계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Sports Connect 가 시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5. Sports Connect 의 창이 다시 열릴 때 시계를 연결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6. Sports Connect 의 지침에 따라 시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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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을 시작하기 전에 시계를 충전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인 맞춤 운동과 Quick-

GPSfix 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QuickGPSfix 는 시계에서 GPS 픽스를 가져와 위치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배터리 절약과 배터리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1. tomtom.com/123에서 TomTom Sports Connect를 다운로드해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TomTom 

Sports Connect 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2. 시계를 데스크 독에 놓고 독을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TomTom Sports Connect 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릅니다. 

 

 

시계가 충전되면 첫 번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팁: 배터리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멈추고 배터리가 꽉 찬 상태로 표시되면 시계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컴퓨터에 시계를 주기적으로 연결해 충전하고 활동을 업로드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QuickGPSfix 정보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배터리 수명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러닝과 사이클처럼 GPS 수신이 필요한 활동에 시계를 최대 11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될 수 있습니다. 

 무선 헤드셋과 함께 음악 기능을 사용할 경우 

 시계의 백라이트를 자주 사용하거나 항상 사용할 경우 

 내장형 심박수 센서를 사용할 경우 

 심박수 센서,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 등 외부 센서에 시계를 연결할 경우 

야간 모드를 끄고 필요할 때만 화면을 터치해 백라이트를 켜면 시계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TomTom Sports 앱 

TomTom Sports 앱은 tomtom.com/app 또는 일반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http://www.tomtom.com/123/
http://www.tomtom.co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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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TomTom Sports 모바일 앱으로 이동하세요. 

시계와 모바일 장치 페어링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이 가이드의 모바일 장치와 페어링하기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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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장치와 페어링하기 

TomTom Sports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TomTom GPS 스포츠 워치의 스포츠 활동 데이터가 

스마트폰을 통해 TomTom Sports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또한 여러 기타 

웹사이트에도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앱이 개인 맞춤 운동, 트레이, 

QuickGPSfix 를 시계로 다운로드합니다. 

Android™ 장치를 시계와 페어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계와 Android 장치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Android™ 장치에서 TomTom Sports 모바일 앱을 시작하고 TomTom 계정에 로그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최근 탭 상단에 있는 시작하기를 탭합니다. 

4.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을 연 다음 휴대폰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페어링을 선택합니다. 

 

 

시계가 Sports 모바일 앱 페어링 요청을 찾기 시작합니다. 

5. Android 장치에서 장치 활성화 페이지의 시계를 탭합니다. 

Android 장치에 검색 중이 표시됩니다. 

6. 검색 중 화면 목록에 시계의 이름이 나타나면 탭하여 페어링 요청을 수락합니다. 

7. Sports 모바일 앱에서 시계에 표시된 PIN 코드를 입력합니다. 

모바일 장치와 페어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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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계와 Android 장치가 페어링되었습니다. 

 

모바일 앱이 활성 상태이거나 Android 장치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에는 업로드할 새 

활동 기록이 있거나, QuickGPSfix 데이터가 오래되었을 경우 시계가 자동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Android 장치에서 모바일 앱을 열고 시계에 연결하려 할 경우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시계를 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를 연결하는 데 최대 30 초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Android 장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보통 시계의 페어링을 완전히 해제한 후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 

참고: 시계를 페어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위 단계를 다시 수행하기 전에 먼저 휴대폰의 

Bluetooth® 설정으로 이동하여 TomTom 시계를 페어링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iOS 장치와 페어링하기 

TomTom Sports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TomTom GPS 스포츠 워치의 스포츠 활동 데이터가 

스마트폰을 통해 TomTom Sports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또한 여러 기타 

웹사이트에도 자동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앱이 개인 맞춤 운동, 트레이, 

QuickGPSfix 를 시계로 다운로드합니다. 

iOS 장치를 GPS 스포츠 워치와 페어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계의 시계 화면에서 아래로 이동해 설정 화면을 연 다음 휴대폰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으로 이동해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3. Sports 모바일 앱을 시작한 다음 시작하기를 탭합니다. 

4. 시계를 탭합니다. 

5. 시계의 이름이 나타나면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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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OS 장치에서 페어링을 탭한 다음 시계에 표시된 PIN 코드를 입력합니다. 

 

이제 장치가 페어링됩니다. 시계 페어링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참조하세요. 

모바일 앱이 활성 상태이거나 휴대폰이나 모바일 장치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동안에는 

업로드할 새 활동이 있거나 QuickGPSfix 데이터가 오래되었을 경우 시계가 자동으로 연결을 

시도합니다. 

휴대폰에서 모바일 앱을 열고 시계에 연결하려 할 경우 시계 화면에서 멀리 이동해 시계의 절전 

모드를 해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아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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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시계에서 Sports 모바일 앱으로 활동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 완전히 소진된 배터리를 충전한 후, 시계를 전원에서 분리하면 화면에 0:00 이 깜박이면서 

표시됩니다. 이는 시계를 동기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1. 휴대폰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Bluetooth 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계와 스마트폰이 서로 페어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시계와 스마트폰이 서로 가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시계에서 버튼을 눌러 화면을 켭니다. 

5. 스마트폰에서 Sports 앱을 엽니다. 

6. 활동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녹색 원이 표시될 때까지 아래로 밀어 넘깁니다. 

앱이 활동 데이터 설정을 시계와 동기화합니다. 

컴퓨터 사용 

1.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스트랩에서 시계 본체를 분리하세요. 

    

2. 시계와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Sports Connect 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Sports Connect 는 활동 데이터 설정을 시계와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데이터 동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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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장치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 동기화 

시계의 활동 데이터를 Sports 앱과 동기화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1. 스마트폰에서 Sports 앱을 시작합니다. 

2. 휴대폰 근처에 시계를 놓고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시계를 활성화합니다. 

3. 앱의 최신 탭 또는 활동 탭에서 아래로 내려 동기화를 시작합니다. 시계가 감지될 경우, 

동기화가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계의 활동 데이터를 Sports 웹 사이트와 동기화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1. 기본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Sports Connect 가 열리고 데이터가 동기화되며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문제 해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시계에서 Sports 모바일 앱으로 활동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Android™ 장치로 연결할 수 없는 경우 Android 장치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앱은 Bluetooth® Low Energy 4.1 이상을 사용하는 Android 버전 4.4 에서 작동합니다. 

테스트를 마친 장치 목록을 보려면 Google Play 에서 자세히 읽기를 클릭합니다. 

 알려진 문제 목록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장치의 최신 Android 버전을 사용합니다. 

 설정 > 정보 > 휴대폰 또는 장치 정보 > Android™ 버전 

 최신 버전의 Sports Connect 데스크톱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시계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전 

버전은 최신 시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시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Sports 

Connect 가 시계용 최신 소프트웨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신 버전의 TomTom Sports 모바일 앱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Google Play 

스토어에 표시됩니다. 

 Android 장치의 설정 > 연결 > Bluetooth 에서 Bluetooth 를 켭니다. 

 Android™ 장치는 한 번에 하나의 Bluetooth® 장치와 사용하세요. 헤드셋, 자동차 키트, 

스피커와 같은 추가 장치를 사용할 때나 파일을 전송하는 동안에는 Android™ 장치와 시계의 

페어링 또는 동기화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Sports 모바일 앱은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Android 장치에서 전원 절약 모드를 끕니다. 이 모드는 Bluetooth 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Sports 앱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Android 장치와 시계의 페어링을 완전히 해제한 후 

다음의 방법으로 다시 페어링합니다. 

1. Android 장치의 Bluetooth 설정 메뉴에서 시계의 페어링을 해제하거나 무시하도록 합니다. 

2. Sports 모바일 앱을 삭제한 후 Play 스토어에서 재설치합니다. 

3. Android 장치를 재시작합니다. 

4. Bluetooth 를 껐다가 다시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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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ndroid 장치에서 TomTom Sports 모바일 앱을 시작하고 TomTom 계정에 로그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최근 탭 상단에 있는 시작하기를 탭합니다. 

7.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을 연 다음 휴대폰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페어링을 선택합니다. 

시계가 Sports 앱 페어링 요청을 찾기 시작합니다. 

8. Android 장치에서 장치 활성화 페이지의 시계를 탭합니다. 

Android 장치에 검색 중이 표시됩니다. 

9. 검색 중 화면 목록에 시계의 이름이 나타나면 탭하여 페어링 요청을 수락합니다. 

10. Sports 모바일 앱에서 시계에 표시된 PIN 코드를 입력합니다. 

여전히 시계를 Android 장치로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시도합니다. 

 시계를 초기값으로 재설정하고 다시 Android 장치의 페어링을 해제하거나 시계를 지웁니다. 

 컴퓨터에서 Sports Connect 를 사용하여 시계를 동기화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는 항상 Sports 

웹 사이트와 Sports 모바일 앱에 모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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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보 

참고: 시계 모델에 따라 측정 불가능한 활동도 있습니다. 

활동 메뉴에서 시계에 제공되는 활동 중 하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러닝 

 

수영 

 
 

러닝머신 

 

스키 

 
 

트레일 러닝 

 

 

스노보드 

 
 

하이킹 

 

 

인도어 트레이닝 

 
 

사이클 

     

프리스타일 

 
 

인도어 

 

스톱워치 

러닝, 사이클, 프리스타일, 트레일 러닝, 하이킹,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선택하면 시계가 내장 GPS 

수신기를 사용해 속도를 측정하고 이동한 경로를 기록합니다. 

시계에 심박수 센서가 있고 심박수 센서가 켜짐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활동 중에 심박수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러닝, 사이클, 러닝머신, 프리스타일이 포함됩니다.  

수영 또는 러닝머신을 선택하면 시계가 내부 동작 센서를 사용해 러닝머신에서는 보속을, 

수영장에서는 스트록 및 턴을 측정합니다. 시계는 이 정보를 사용해 속도와 지금까지 거리를 

추산합니다. 

인도어 사이클링에 대해 실내를 선택하면 시계가 연결된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를 사용해 속도, 

심박수 정보(제공되는 경우), 소모한 칼로리 대 시간을 표시합니다.  

시간에 따른 심박수 정보와 소비한 칼로리를 표시하려면 인도어 트레이닝을 선택합니다. 이 

활동에는 외부 또는 내부 심박수 센서가 필요합니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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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사이클, 수영 이외의 활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프리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러닝, 

사이클링, 수영의 내역과 합계를 0 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를 선택하면 시계에서 경과된 시간과 랩 수, 현재 및 이전 랩의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칼로리 추정 

칼로리는 스포츠 유형, 성별, 체중,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24 시간 칼로리 추정은 BMI 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걸음 수, 활동 시간, 스포츠 활동 등에 맞춰 

조정해 하루의 이론 상 총합을 생성합니다. 심박수는 시계 배터리 사용량이 너무 많아 24 시간 

칼로리 집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시계에 따라 측정 불가능한 활동도 있습니다. 

러닝, 사이클링, 수영, 트레일 러닝, 하이킹, 러닝머신, 인도어 사이클링 

러닝, 사이클링, 수영, 트레일 러닝, 하이킹, 러닝머신, 인도어 사이클링의 경우 작업 표의 

대사량(MET 또는 단순 대사활동량)을 기준으로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당사는 Ainsworth BE, Haskell WL, Herrmann SD, Meckes N, Bassett Jr DR, Tudor-Locke C, Greer 

JL, Vezina J, Whitt-Glover MC, Leon AS 의 MET 표를 사용합니다. 2011 물리적 운동 개요서: 코드 

및 MET 값에 대한 두 번째 업데이트.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011;43(8):1575-1581). 

프리스타일, 인도어 트레이닝, 스키,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인도어 트레이닝, 스키, 스노보드 활동의 칼로리 계산은 심박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활동의 경우 칼로리는 해당 스포츠와 관련이 있지만, 프리스타일, 인도어 트레이닝, 스키, 

스노보드의 경우 시계에서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네 가지 활동에 대한 칼로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트래커 

칼로리 단위에 BMR(기초 대사율)이 포함되어 하루 동안 소비한 칼로리를 측정합니다. BMR 은 

호흡과 심장 박동 유지를 포함해 신체 기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양을 나타냅니다.  

BMR 이 포함되기 때문에 트래커의 칼로리 단위가 활동의 단순 칼로리보다 높습니다. 
 

24 시간 심박수 측정 정보 

TomTom GPS 워치로 하루 동안의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트래킹의 경우 매초 

측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24 시간 트래킹은 10 분마다 측정됩니다. 

참고: 연속 심박수 측정은 광학 센서가 포함된 시계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시계의 24시간 심박수 측정 켜기 

연속 심박수 측정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시계의 24 시간 심박수 측정을 켜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트래커를 선택합니다. 

3. 심박수를 선택합니다. 

4. 켜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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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컴퓨터의 Sports Connect 또는 Sports 모바일 앱에 시계를 연결하여 동기화합니다. 

이제 시계를 착용하면 심박수가 측정됩니다. 

참고: 24 시간 심박수 측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 버전이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Sports 웹 사이트 또는 Sports 앱에서 심박수 보기 

TomTom 웹 사이트에서 TomTom Sports 앱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활동 시작 

참고: 시계 모델에 따라 측정 불가능한 활동도 있습니다. 

시계에서 활동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1. 시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2.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러닝 

 

수영 

 
 

러닝머신 

 

스키 

 
 

트레일 러닝 

 

 

스노보드 

 
 

하이킹 

 

 

인도어 트레이닝 

 
 

사이클 

     

프리스타일 

 
 

인도어 

 

스톱워치 

3. 사이클링 이외의 모든 활동의 경우 시계에 GPS 픽스가 생길 때까지 준비 중 메시지가 

나타나고 화면 왼쪽 위에 GPS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활동을 시작할 준비가 되면 시계에 시작 

메시지가 나타나고 GPS 아이콘이 더 이상 깜박이지 않습니다. 

 

팁: 음악 재생 목록을 선택하려면 활동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시작 메시지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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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클링 및 인도어 활동의 경우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를 사용 중이면 시계가 센서에 연결될 

때 시계에 시작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는 활동에 대한 속도 및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점에는 시계에 GPS 픽스가 없을 수 있습니다. 활동 

경로를 추적하려면 GPS 아이콘이 깜박임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활동을 시작하세요. 

참고: GPS 위치를 찾을 때 시계를 처음 사용하거나 QuickGPSfix 정보가 최신 상태가 아니면 

특히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동한다고 해서 픽스를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위치를 찾을 때까지 이동하지 마세요.  

하늘이 탁 트인 실외에 있어야 GPS 수신 신호가 좋아집니다. 높은 건물 같은 큰 물체가 

수신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계에 심박수 센서가 있으면 시계가 GPS 위치를 가져오는 동안 활동 시작 시에 “워밍업”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워밍업을 충분히 해 팔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야 센서가 가장 

정확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에서 다음 방향 중 하나를 눌러 옵션을 선택하세요. 

 오른쪽 - 시계가 GPS 픽스를 받으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래쪽 - 운동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트레이닝 중에 표시되는 정보를 

설정합니다. 

 위쪽 - 과거 활동을 봅니다. 

 왼쪽 - 활동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활동을 시작합니다. 

5. 모니터가 있으면 활동 중 시계에 거리, 시간, 페이스, 심박수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하려면 위쪽 및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6. 휴식 중에 활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활동을 완전히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각 활동 유형에 대해 다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트레이닝 중에 다른 정보를 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 설정 

활동을 시작할 때 "활동 중"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계에서 활동을 시작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2.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준비 중" 또는 "시작"이 표시되면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은 메뉴 옵션이 표시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 

 단위 표시 

 재생 목록 

 휴대폰 

 스플릿 

 회전 

 트레일 

 일시 중지 

 수영장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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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 사이즈 

각 활동의 설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목록에서 링크를 클릭하세요. 
 

활동 일시 중지 및 정지 

자동 일시 중지 

움직임을 기준으로 시계가 자동으로 활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재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액세스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2.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팁: 자동 일시 중지는 러닝, 사이클링, 트레일 러닝, 하이킹, 프리스타일, 스키 및 

스노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준비 중" 또는 "시작"이 표시되면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4.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5. ON 또는 OFF 를 선택합니다. 

자동 일시 중지에 대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활동별로 설정하며 시계에서 또는 Sports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일시 중지된 경우 시계는 기록을 계속하며 메트릭과 평균 표시만 일시 중지합니다.  

 자동 일시 중지 설정은 시계와 Sports 웹 사이트 간에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자동 일시 중지가 Sports 웹 사이트에서 OFF 로 설정되어 있고 시계에서는 ON 으로 설정된 

경우 시계가 주도권을 갖고 자동 일시 중지는 활동 및 메트릭에서 ON 으로 표시됩니다. 

 자동 일시 중지는 운동 또는 트레이닝에서 목표, 랩, 구간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Sports 웹 사이트에서 자동 일시 중지를 켠 경우 활동 히스토리도 변경되며 일부 평균, 

개인 최고 기록 및 추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활동 수동 일시 중지 

활동 중에 왼쪽을 길게 눌러 시계를 중지하고 활동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수동 일시 중지 작동 방법 

Sports 계정에 활동을 업로드하면 전체 과정과 일시 중지(직선으로 표시)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 트래킹이 멈추고 일시 중지 시작과 일시 중지 끝 위치가 서로 연결됩니다. 일시 중지 후에 

활동을 다시 시작하면 위치가 바로 인식됩니다.  

시계를 일시 중지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표시된 평균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5km 를 뛰다가 

일시 중지하고 2km 를 걷다가 추가로 5km 를 뛰었다면 전체 경로가 보이지만 평균은 10km 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팁: 일시 중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시계가 자동으로 꺼져 배터리 방전이 방지됩니다. 가능하면 

시계를 일시 중지된 상태로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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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정지 

활동을 완전히 정지하려면 왼쪽 버튼을 눌러 활동을 일시 중지한 후 왼쪽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표시할 메트릭 선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트레이닝하는 동안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하는 동안에 아무 때나 세 가지 메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메트릭 하나가 화면 중간 부분에 더 큰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하위 메트릭은 화면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주요 메트릭 변경 

트레이닝하면서 위쪽 및 아래쪽으로 이동해 더 큰 그림으로 표시되는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위 위의 텍스트는 현재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알려 줍니다. 

하위 단위 설정 

더 작은 그림으로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세요. 

1. 활동 시작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메트릭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표시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4.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해 왼쪽이나 오른쪽에 표시할 메트릭을 설정합니다. 

5. 목록에서 표시할 단위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단위는 현재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 가능한 단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스 - 현재 페이스. 수영의 경우 100m 당 분 단위로 표시됩니다. 

 평균 페이스 - 현재 활동의 평균 페이스. 

 심박수 - 심박수. 심박수 센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단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 페이스 또는 둘 다 - 수영을 제외한 활동의 경우 속도, 페이스 또는 둘 다 한 번에 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WOLF - 수영 활동에만 제공되는 단위입니다. SWOLF 점수는 초 단위 시간과 수영장을 한 번 

이동하는 동안 스트록 수를 더해 계산됩니다. SWOLF 는 수영 효율을 보여 줍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효율이 뛰어난 것입니다. SWOLF 라는 단어는 수영(Swim)과 골프(Golf)의 

합성어입니다. 

 칼로리 - 프리스타일 활동의 칼로리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활동의 경우 칼로리는 

해당 스포츠와 관련이 있지만, 프리스타일의 경우 시계에서 어떤 스포츠를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프리스타일 활동에 대해 칼로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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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트래킹, 스포츠, 활동의 경우 칼로리 수치가 BMR(기초 대사율)을 포함해 하루 동안 

소비한 칼로리를 측정합니다. BMR 은 호흡과 심장 박동 유지를 포함해 신체 기능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양을 나타냅니다.  

 

화면의 아이콘 

트레이닝하는 동안에 화면 위쪽에 다음 아이콘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GPS 수신 강도를 나타냅니다. 시계가 GPS 위성을 찾는 

동안에는 위성 이미지가 깜박입니다. 

 
 

심장 기호는 시계가 심박수 센서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계가 

심박수 센서에 연결하려 하면 심장이 깜박입니다. 

 
 

체인링 기호는 시계가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계가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에 연결하려고 하면 체인링이 

깜박입니다. 

 
 

이 기호는 배터리 상태를 보여 줍니다. 

 
 

러닝 설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트레이닝하는 동안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 심박수, 심박수 구간, 거리 등 뛰는 중에 다양한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다른 단위 선택 

참고: 활동 중에 어떤 메트릭을 표시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표시할 메트릭 선택을 

참조하세요. 

속도, 평균 속도, 페이스 또는 평균 페이스에 대해 하나의 메트릭만 보도록 선택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트릭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 평균 

속도, 페이스 또는 평균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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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페이스 또는 두 메트릭을 모두 보도록 선택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트릭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 페이스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아웃도어 사이클링 설정 

사이클링 중에 통합 센서를 사용해 심박수, 속도, 위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링 중에 성과를 검토하려면 안전을 고려해 핸들바에서 두 손을 떼지 않도록 옵션으로 

제공되는 자전거 마운트를 사용하여 GPS 시계를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이클링 중에 심박수를 검토하고 싶다면 심박수를 안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되는 

외부 심박수 센서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에 사용할 휠 사이즈 설정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를 사용 중이라면, 센서에서 측정하는 단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휠 

사이즈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뒷바퀴의 둘레이며, 밀리미터(mm) 단위를 사용합니다.  

휠 사이즈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활동 시작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휠 사이즈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뒷바퀴에 맞는 크기를 설정합니다. 

줄자로 직접 크기를 측정하거나 온라인 계산기에서 값을 구하는 식으로 뒷바퀴의 둘레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w.bikecalc.com/wheel_size_math 사이트에서 바퀴의 지름과 두께를 

사용해 둘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 사이즈가 700c 이고 바퀴 두께가 25mm 이면 둘레는 2111mm 입니다. 이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 활동 중에 어떤 메트릭을 표시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표시할 메트릭 선택을 

참조하세요. 
 

수영 설정 

참고: TomTom GPS 시계에는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착용하고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장형 심박수 모니터는 물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기 전에 수영장에 대한 수영장 크기 설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미터 또는 

야드 단위의 수영장 길이입니다. 

수영하는 동안 시계가 수영장에서 착용자의 스트록과 턴 수를 등록합니다. 수영장 크기와 착용자의 

턴 수를 사용하여 수영한 거리와 속도가 계산됩니다. 수영장 크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수영 활동에 

대한 단위가 올바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수영장 크기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활동 시작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수영장 크기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수영장의 호칭 길이가 표시되도록 크기를 설정한 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4. 수영장의 추가 부분 길이가 표시되도록 부분 크기를 설정한 후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5. 측정 단위를 미터(m) 또는 야드(yard)로 설정합니다. 

6. 활동 화면으로 바로 돌아가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http://www.bikecalc.com/wheel_size_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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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선택하면 시계가 내부 GPS 수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표시할 메트릭을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활동 시작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메트릭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표시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4.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해 왼쪽이나 오른쪽에 표시할 메트릭을 설정합니다. 

5. 스트록 수나 길이처럼 목록에서 표시할 단위를 선택합니다. 
 

러닝머신 설정 

키는 시계를 처음 사용할 때 설정됩니다. 러닝머신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키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omTom Sports 계정이나 시계에서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뛸 때 팔을 앞뒤로 흔드는 횟수와 속도가 시계에 등록됩니다. 이 숫자는 러닝 동안의 

걸음 수와 일치합니다. 시계는 착용자의 키를 사용해 보폭의 길이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뛴 거리와 

페이스를 계산합니다. 

시계에서 키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프로필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키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4. 키를 설정합니다. 

러닝머신 활동을 위해 시계 보정 

러닝머신 활동에 대해 시계가 측정하는 거리는 러닝 활동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외에서 뛸 

경우에는 시계가 GPS 를 사용해 뛴 거리를 측정합니다. 

모든 러닝머신 활동을 보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보정하라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활동 거리가 400 미터 이상일 경우 

 활동 시간이 1 분 이상일 경우. 

 걸음 수가 60 보 이상일 경우 

 보정을 완료한 러닝이 6 개 미만인 경우 

시계를 보정하면 러닝머신 활동에 대한 거리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팁: 러닝머신 활동이 끝날 때 거리를 변경할지 묻는 메시지가 항상 나타납니다. 

시계를 보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를 보정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러닝머신을 일시 중지합니다.  

시계를 일시 중지하려면 활동 중에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2. 시계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3. 보정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4. 러닝머신에 표시된 거리와 일치하도록 거리를 변경합니다. 

5. 활동 화면으로 바로 돌아가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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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다른 단위 선택 

참고: 활동 중에 어떤 메트릭을 표시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표시할 메트릭 선택을 

참조하세요. 

속도, 평균 속도, 페이스 또는 평균 페이스에 대해 하나의 메트릭만 보도록 선택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트릭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 평균 

속도, 페이스 또는 평균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속도, 페이스 또는 두 메트릭을 모두 보도록 선택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트릭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 페이스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인도어 트레이닝 활동을 위한 설정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트레이닝하는 동안 보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칼로리, 심박수, 심박수 구간, 시간 등 여러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할 다른 단위 선택 

참고: 활동 중에 어떤 메트릭을 표시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표시할 메트릭 선택을 

참조하세요. 

속도, 평균 속도, 페이스 또는 평균 페이스에 대해 하나의 메트릭만 보도록 선택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트릭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 평균 

속도, 페이스 또는 평균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속도, 페이스 또는 두 메트릭을 모두 보도록 선택하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메트릭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속도, 페이스 또는 둘 다를 선택합니다.  
 

사이클 활동을 위한 설정 

실내에서 사이클링을 할 때 심박수와 속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링 중에 성과를 검토하려면 안전을 고려해 핸들바에서 두 손을 떼지 않도록 옵션으로 

제공되는 자전거 마운트를 사용하여 GPS 시계를 장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이클링 중에 심박수를 검토하려는 경우 심박수를 안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제공되는 

외부 심박수 모니터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에 사용할 휠 사이즈 설정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를 사용 중이라면, 센서에서 측정하는 단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휠 

사이즈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뒷바퀴의 둘레이며, 밀리미터(mm) 단위를 사용합니다.  

휠 사이즈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활동 시작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휠 사이즈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뒷바퀴에 맞는 크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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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자로 직접 크기를 측정하거나 온라인 계산기에서 값을 구하는 식으로 뒷바퀴의 둘레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ww.bikecalc.com/wheel_size_math 사이트에서 바퀴의 지름과 두께를 

사용해 둘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 사이즈가 700c 이고 바퀴 두께가 25mm 이면 둘레는 2111mm 입니다. 이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 활동 중에 어떤 메트릭을 표시할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표시할 메트릭 선택을 

참조하세요. 
 

스톱워치 사용 

스톱워치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2. 스톱워치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시계에 스톱워치 이미지와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오른쪽 버튼을 눌러 스톱워치를 시작합니다. 

스톱워치가 시작되고 경과 시간이 나타납니다. 

4. 스톱워치를 일시 중지하려면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카운트를 계속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팁: 일시 중지되었을 때 이전 랩을 더 많이 보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렀다가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5. 각 랩을 표시하려면 스톱워치가 실행 중인 동안에 시계 화면의 오른쪽을 터치하거나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큰 숫자는 모든 랩을 더한 총 경과 시간입니다. 

현재 랩 시간(예: 아래의 랩 12)이 총 경과 시간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전 랩(여기서는 랩 11 

및 10)은 현재 랩 아래에 표시됩니다. 

 

이전 랩을 더 많이 보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렀다가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6. 스톱워치 활동에서 나가려면 왼쪽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팁: 스톱워치 활동에서 나간 후에는 스톱워치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GPS 

정보나 활동 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http://www.bikecalc.com/wheel_size_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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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스톱워치를 재설정하려면 스톱워치 활동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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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 정보 

활동 유형마다 다음과 같은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없음 

 목표 

 인터벌 

 랩 

 구간 

 레이스 

시계 화면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 목록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활동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아래쪽 버튼을 누르고 트레이닝을 선택합니다. 

4.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시계가 기억합니다. 

팁: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에 바로 시작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 활동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없음 

이동 방법: 활동 화면 > 아래쪽 버튼 누르기 > 트레이닝 > 없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활동을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이 모드에서는 시계가 

활동을 기록하고 활동에 대한 단위를 표시합니다. 
 

목표 

이동 방법: 활동 화면 > 아래쪽 버튼 누르기 > 트레이닝 > 목표 > 거리, 시간 또는 칼로리 

트레이닝 목표를 직접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세 가지 목표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리 - 활동에서 이동할 거리를 직접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간 - 활동 시간을 직접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칼로리 - 활동 중에 소비할 칼로리를 직접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프로필을 

설정하면 소비한 칼로리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률 보기 

목표까지 진행 상태 개요를 보려면 활동 진행 상태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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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에는 목표의 달성한 백분율과 남은 거리, 시간 또는 칼로리가 표시됩니다. 

 

팁: 뛰는 중에는 진행률이 50%라고 표시될 때까지 집에서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진행률 알림 

목표를 향해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시계가 다음 단계에서 알림을 보냅니다. 

 50% 

 90% 

 100% 

 110% 
 

인터벌 

이동 방법: 활동 화면 > 아래쪽 버튼 누르기 > 트레이닝 > 인터벌 > 워밍업, 본운동, 휴식, 세트 

횟수 또는 쿨다운 

인터벌 트레이닝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 동안 운동 후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주된 목적은 속도와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 분 동안 조깅을 한다면, 8 분 

동안 빠르게 걷다가 1 분 러닝을 3 세트 진행하고 2 분 동안 걸은 후 5 분 동안 걸으며 쿨다운을 

하면 됩니다.  

워밍업, 본운동, 휴식, 쿨다운에 시간 또는 거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트의 경우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넣을 세트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워밍업 세부 정보를 설정한 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본운동, 휴식 등 해당 인터벌 세트의 

나머지를 설정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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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벌 트레이닝 중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의 다음 단계에 대한 알림이 나타납니다. 

 

하고 있는 운동의 이름과 세트에서 현재 부분의 길이가 시간 또는 거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에는 삐 소리나 윙 소리로 알 수 있습니다. 

팁: 시계에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사용하면 각 인터벌 구역의 페이스와 기타 단위를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인터벌 구역이 랩으로 표시됩니다.  
 

랩 

이동 방법: 활동 화면 > 아래쪽 버튼 누르기 > 트레이닝 > 랩 > 시간, 거리 또는 수동 

정해진 랩 시간, 거리에 대한 활동을 측정하거나 랩을 완료할 때 수동으로 기록해 측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랩을 측정하도록 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 랩의 시간을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후에 각 랩의 시간이 

지나면 시계에서 알림을 보냅니다. 1 분 랩 시간을 설정할 경우 시계가 매분 알림을 보내고 

화면에 완주한 랩 수가 표시됩니다. 

 거리 - 랩의 길이를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활동을 시작한 후에 한 랩의 목표 

거리에 도달할 때마다 시계가 알림을 보냅니다. 랩 거리를 400m 로 설정했다면 400m 에 

도달할 때마다 시계가 알림을 보내고 화면에 완주한 랩 수가 표시됩니다. 

수동 - 랩을 완주할 때 직접 기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랩이 끝났음을 표시하려면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립니다. 시계가 완주한 랩의 수를 표시하고 한 랩을 완주했음을 알려 

줍니다. 
 

스플릿 

이동 방법: 활동 화면 > 아래쪽 버튼 누르기 > 트레이닝 > 스플릿. 

이 옵션을 선택하면 GPS 기반 활동의 스플릿 시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스플릿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스플릿을 켜면 각 마일 또는 km 를 완주할 때마다 현재 페이스에 대한 알림과 

스플릿이 제공됩니다. 

스플릿은 GPS 기반 활동 또는 실외 활동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플릿 시간은 다른 트레이닝 모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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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이동 방법: 활동 화면 > 아래쪽 버튼 누르기 > 트레이닝 > 구간 > 페이스, 속도, 심박수 또는 

케이던스 

목표 구간 안에서 트레이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활동에 따라 다음 트레이닝 구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 마일 또는 킬로미터당 목표 시간을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목표 시간과 

자신에게 허용할 최소(하한) 및 최대 시간(상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 - 목표 속도와 자신에게 허용할 최소(하한) 및 최대(상한) 속도를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심박수 - 사용자 지정 심박수 구간을 사용해 목표 심박수를 설정하거나 사전 정의된 심박수 

구간을 선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심박수를 측정하려면 시계가 심박수 센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케이던스 - 사이클링 활동의 목표 케이던스를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케이던스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표 케이던스 

및 목표 상/하한 범위로 자신에게 허용할 여유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계를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박수 및 페이스에 대한 구간 설정 

사용자 지정 심박수 구간 또는 페이스 구간을 설정하려면 아래와 같이 최소값 및 최대값을 

선택하세요. 

 

속도 및 케이던스 구간 설정 

속도 또는 케이던스 구간을 설정하려면 아래와 같이 목표 값과 벗어날 수 있는 백분율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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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 모니터링 

활동 진행 상태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 트레이닝이 설정한 구간에 얼마나 가까이 

도달했는지에 대한 그래프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활동 전반에 걸쳐 목표 구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여 줍니다.  

주기적으로 알림을 받아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구간을 벗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구간을 벗어나면 알림이 재생되고 화면에 구간 초과 또는 미만이라고 표시됩니다. 

 트레이닝 구간에 다시 들어오면 알림이 재생되고 화면에 목표 기호가 표시됩니다. 

 

 

심박수 구간 

참고: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심박수 센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계는 나이를 기준으로 한 심박수 구간 경계를 사용합니다. TomTom Sports를 사용하면 이러한 

심박수 구간 경계에 적응할 수 있으며, 이 경계는 이후에 시계와 동기화됩니다. 

심박수 구간을 사용해 트레이닝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활동 옵션을 선택합니다.  

2.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아래쪽 버튼을 누르고 트레이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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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른쪽 버튼을 눌러 구간을 선택합니다. 

5.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심박수를 선택합니다. 

6.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다음 심박수 구간에서 선택합니다. 

 전력 질주- 인터벌 트레이닝을 사용할 경우 이 구간을 선택합니다.  

 고속 - 속도와 건강 증진을 위해 빠른 템포의 트레이닝을 원할 경우 이 구간을 선택합니다. 

 지구력 단련 - 폐활량과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간부터 빠른 템포의 트레이닝을 

원할 경우 이 구간을 선택합니다.  

 지방 연소 -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중간 템포의 트레이닝을 원할 경우 이 구간을 

선택합니다.  

 몸풀기 - 워밍업과 쿨다운에 주로 사용되는 느린 템포의 트레이닝을 원할 경우 이 구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 자신의 최소 및 최대 심박수를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심박수 구간에서 진행률 모니터링 

참고: 심박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계가 심박수 센서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닝이 설정한 구간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보여 주는 그래프를 살펴보려면 활동 진행 상태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프는 활동 전반에 걸쳐 목표 구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는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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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구간이 흰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심박수 구간 요약을 보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위의 그래프가 심박수 구간 요약입니다. 각 구간에서 소비한 시간의 백분율이 표시되고 현재 

구간이 흰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이 그래프는 활동의 마지막 2.5 분 동안 심박수와 활동 후에 각 심박수 구간에서 소비한 시간의 

백분율을 보여 줍니다. 

팁: 레이스나 목표 같은 그래픽 트레이닝 파트너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도 심박수 구간의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중에 그래픽 트레이닝 화면을 보려면 주요 메트릭이 표시된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심박수 구간 화면을 보려면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회복 

심박수 회복 정보 

심박수 회복은 활동 후 특정 시간 안에 심장이 정상 심박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활동에서 심박수 회복이 빠를수록 신체 건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심박수 회복에는 하강 2 단계가 있습니다. 운동 후 처음 1 분 동안에는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처음 1 분이 지나고 휴식기 동안에는 심박수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TomTom GPS 워치에는 이 1 분 시작과 끝 사이의 심박수 차이와 회복 '점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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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수 회복 측정 방법 

심박수 센서를 사용하는 활동의 경우 시계에 활동을 일시 중지했을 때 심박수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표시됩니다. 1 분이 지나고 나면 시계가 심박수 회복 점수를 알려 줍니다. 운동 후에 

심박수가 빨리 떨어질수록 더 건강한 것입니다. 

심박수 회복 모니터링을 위해 내장형 심박수 센서나 외부 심박수 센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레이스 

이동 방법: 활동 화면 > 아래쪽 버튼 누르기 > 트레이닝 > 레이스 > 최근 또는 SPORTS 

가장 최근 활동(10 개 중 하나)이나 Sports 웹 사이트의 활동 기록과 레이스를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러닝, 러닝머신, 프리스타일, 사이클링 활동에 레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레이스를 추가하려면 Sports 웹 사이트의 특정 활동에 대해 활동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레이스 진행을 클릭하세요. 

참고: 시계가 이미 웹 사이트에 연결된 상태에서 레이스를 변경하면 변경한 내용이 자동으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시계의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Sports 웹 사이트의 활동이나 레이스는 거리와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레이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트레이닝하면서 레이스에서 앞서가거나 뒤쳐졌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스 표시를 보려면 시계의 활동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픽 화면에 이전 

활동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경우 검정색 화살표로, 뒤떨어진 경우 음영 처리된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화면 위쪽의 거리는 레이스에서 남은 거리를 알려 주고, 아래쪽의 거리는 얼마나 앞서거나 

뒤쳐졌는지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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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에서 앞서고 있는지(#1) 아니면 뒤쳐졌는지(#2) 시계가 알려 줍니다. 이 예에서는 이전 

활동보다 23 미터 뒤쳐졌고, 레이스 거리가 2.3 킬로미터 남아 있습니다. 

팁: 이전 활동을 시계에 추가하는 방법은tomtom.com/support로 이동해 FAQ 를 읽어 보세요. 
 

활동 내역 

트레이닝할 때마다 해당 유형의 활동에 대해 시계에 활동이 기록됩니다. 시계에서 각 활동 유형에 

대한 트레이닝 요약 또는 내역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활동 시작 화면에서 위쪽 버튼을 눌러 해당 유형의 활동에 대한 히스토리를 엽니다. 

2. 목록에서 살펴보려는 활동을 선택합니다. 목록에 활동을  시작한 날짜 와 완료한 거리가 

표시됩니다.  

3.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활동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예: 가장 빠른 페이스/속도와 각 심박수 구간에서 소비한 

시간). 제공되는 정보는 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활동을 TomTom Sports에 전송 

TomTom Sports Connect를 사용해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TomTom Sports 또는 선택한 다른 

스포츠 웹 사이트로 전송하려면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여러 다른 

파일 형식으로 컴퓨터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다른 웹 사이트 및 파일 형식으로 활동 내보내기 
 

다른 웹 사이트 및 파일 형식으로 활동 내보내기 

시계를 컴퓨터의 Sports Connect 또는 Sports 모바일 앱에 연결하면 새 활동이 Sports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다른 여러 웹 사이트 또는 파일 형식으로 활동을 자동 업로드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ports 의 활동 내보내기를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mysports.tomtom.com/settings/exporters로 이동합니다. 

2. 추가할 내보내기 도구 옆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3. 타사 어플리케이션에 자동 활동 내보내기를 구성하려면 스포츠 사이트 선택으로 이동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한 후  로그인을 클릭하여 선택한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합니다.  

4. 컴퓨터에 자동 활동 백업을 구성하려면 컴퓨터에 저장으로 이동하고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스포츠 웹 사이트나 파일 형식을 새로 추가하면 새 활동이 모두 해당 웹 사이트 또는 파일 

형식으로 전송됩니다. 

참고: Sports 모바일 앱으로는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Sports Connect 에 

연결하는 방법으로만 파일 생성이 가능합니다. 

Sports 웹 사이트에서 활동 자동 내보내기 

 Endomondo (https://www.endomondo.com/) 

 Jawbone (https://jawbone.com/) 

 MapMyFitness (http://www.mapmyfitness.com/) 

 MyFitnessPal (https://www.myfitnesspal.com/) 

 NikePlus (http://www.nike.com/us/en_us/c/nike-plus) 

 Runkeeper (https://runkeeper.com/) 

http://www.tomtom.com/support
https://mysports.tomtom.com/app/settings/ex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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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va (https://www.strava.com/) 

 TaiwanMySports (http://www.mysports.net.tw/) 

 TrainingPeaks (https://www.trainingpeaks.com/) 

 TulipSport (http://www.tulipsport.com/) 

 Edoon (https://edooon.com/) 

활동을 내보낼 수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Sports 와 통합된 다양한 타사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TomTom Sports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타사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이동하여 Sports 와 연결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면 장치를 컴퓨터의 Sports Connect 또는 Sports 모바일 앱과 연결할 때마다 모든 

TomTom Sports 장치 활동이 자동으로 해당 타사 어플리케이션에 내보내집니다. 

 Discovery Vitality 

 Fetcheveryone 

 FitnessSyncer 

 Running Heroes 

 Running Coach 

 Smashrun 

 SportTracks 

활동 자동 저장 

TomTom Sports 장치를 컴퓨터의 Sports Connect 에 연결하면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활동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FIT 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형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TCX 와 .GPX 를 차례대로 시도해 봅니다. 

 GPX – GPS Exchange 형식. 위치 데이터용 개방형 표준으로 운동의 트랙 및 시간 스탬프를 

저장합니다. 이 파일 형식에는 위치와 고도, 시간만 저장되며 심박수나 케이던스, 기타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KML – Google Earth™ 매핑 서비스의 네이티브 파일 형식. 위치(트랙)와 고도, 시간을 

저장합니다. 심박수 및 기타 센서 정보가 Google Earth 에 추가 정보로 저장되며 '라벨'로 

표시됩니다. 

 TCX – Garmin 트레이닝 센터의 파일 형식. 스포츠 및 피트니스 전용 파일 형식으로 위치/고도, 

시간 및 모든 센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FIT – ANT+/Garmin 형식으로 TCX 보다 작지만 고급화된 형식입니다. 

 PWX - TrainingPeaks 전용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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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Tom 신체 연령에 대한 모든 것 

TomTom 신체 연령은 사용자의 활동성을 높여주어 건강한 신체를 갖도록 하고 피트니스 레벨을 

개선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각자에게 최적인 활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별 권장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려면 몇 가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TomTom 신체 연령은 

심박수, 활동, 성별, 연령, 몸무게 등을 토대로 신체 기능을 정상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건강한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VO2max(최대산소섭취량)를 사용하여 신체 연령을 계산하며 이 방법은 개인의 신체 건강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VO2max 는 1 초간 운동하는 동안 신체 몸무게 단위당 

신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건강해진다는 것은 신체가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VO2max 는 피트니스 레벨이 향상될수록 높아집니다.  

TomTom 신체 연령은 사용자가 신체 연령을 개선하고 피트니스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이 활동을 충분히 했는가, 아니면 더 해야 하는가? 

 이번 주에 운동을 충분히 했는가, 아니면 더 해야 하는가? 

 이 운동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나에게 더 적합한 다른 운동이 있는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요: 이 제품 기능은 Firstbeat 에서 제공하는 고급 심박수 분석을 사용합니다. TomTom 신체 

연령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체력 수준에 대한 추정에 불과할 뿐 의학적 자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새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연령 및 피트니스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omTom 신체 연령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시계에서 피트니스 포인트 보기 

TomTom Sports 시계에서 매일 자신의 전반적인 피트니스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시계가 심박수를 측정할 때에만 피트니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직접 

시계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스키 자켓 위에 착용하고 있거나 자전거 마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심박수 모니터와 흉부 스트랩을 입고 있지 않은 이상 심박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수영 활동 중에는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습니다. 

시계에서 왼쪽 버튼을 눌러 활동 트래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아래쪽 버튼을 눌러 피트니스 

포인트 화면을 찾습니다. 매일 총 피트니스 포인트와 현재 도달한 피트니스 레벨 및 지난 7 일 

동안 획득한 별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체 연령 

http://download.tomtom.com/open/manuals/TomTom-Fitness-Age-UM/manu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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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활동 트래킹 화면에서 피트니스 포인트를 가장 먼저 표시하려면 트래커 메뉴에서 

피트니스를 목표로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래 시계는 오늘 한 모든 활동으로 500 포인트 이상을 획득했으며 건강을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별 3개는 지난 7일 동안 500포인트를 3회 이상 획득한 것을 나타냅니다. 

 

활동 중 총 피트니스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어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추가 활동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활동적, 발전 중 또는 집중 활동에 도달하면 알림을 받게 됩니다. 

팁: 집중 활동 알림이 표시되면 그 날 추가 피트니스 포인트를 획득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추가 운동을 하기 전에 신체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체 연령 및 피트니스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omTom 신체 연령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http://download.tomtom.com/open/manuals/TomTom-Fitness-Age-UM/manu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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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정보 

더욱 효과적으로 운동하려면 TomTom Sports 웹 사이트 또는 앱에 연결한 후 시계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되는 50 가지 개인 맞춤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참고: 운동은 러닝, 사이클링 또는 프리스타일 활동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운동은 5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피트니스 - 전체적인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건강해지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방 연소 - 지방을 조금 더 연소하고 이를 유지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지구력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합니다. 

 고속 - 자신이 생각한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속도가 향상되어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력 -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강도 높은 전력질주 훈련을 통해 심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각 카테고리 안에는 다양한 난이도의 5 가지 운동이 있으므로 러닝과 사이클링에서 25 가지 운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운동은 사용자의 VO2max 에 맞게 조정되며 워밍업, 본운동, 휴식, 쿨다운을 포함한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팁: VO2max는 심박수 측정이 포함된 활동을 할 때 계산됩니다. VO2max는 1초간 운동하는 동안 

신체 몸무게 단위당 신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산소 섭취량입니다. 이 방법은 신체 건강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방법이며 사용자의 전반적 유산소 피트니스 레벨을 나타냅니다. 

연구를 통해 VO2max 수치가 높을 경우 수명이 길어지고 심혈관 및 기타 질병에 걸릴 위험이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빠른 운동 시작 

활동 중 운동을 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1.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예를 들어 러닝을 누릅니다. 

2.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 준비 중 또는 시작이 표시되면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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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을 누릅니다. 

 

4.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다음 운동 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없음 

 피트니스 

 지방 연소 

 지구력 

 속도 

 근력 

5. 오른쪽 버튼을 눌러 카테고리에서 운동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에서 25 분 몸풀기를 

선택합니다. 

 

6. 그러면 시계가 다시 시작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활동을 시작합니다. 

7. 시계가 워밍업, 본운동, 휴식, 쿨다운과 같은 몇 가지 단계가 포함된 운동 과정을 안내합니다. 

활동 중 활동 메트릭을 스크롤하려면 위쪽 및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8.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목표에 맞게 운동하는 경우 화면 

중앙에 밴드가 표시됩니다. 운동 구간을 벗어나는 경우 밴드가 이동하면서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줄이라는 의미를 표시됩니다.  

     

      범위 내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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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운동을 할 때는 모든 단계의 최적 트레이닝 범위 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심박수 

구간은 특정 상위 및 하위 값이 있으며 속도, 페이스, 케이던스 등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 

목표 값이 있습니다. 회복 또는 휴식 단계에서는 해당 구간의 상위 심박수 값 미만으로 

낮추어 심박수를 낮은 트레이닝 구간으로 낮추세요. 

9. 운동을 끝까지 하면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통계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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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트래킹 정보 

TomTom GPS 워치를 사용해 활동량을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걸음 수, 신체적으로 활동한 시간, 소비한 칼로리, 이동한 거리 추적 

 시계의 메트릭 중 하나에 대해 일간 목표 설정 

 주간 목표(일간 목표 X 7) 사용 

 정해진 목표에 대한 일간 및 주간 진행률 확인 

 활동 트래킹 메트릭을 TomTom Sports 웹사이트 및 TomTom Sports 모바일 앱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활동 트래킹 정확도 

활동 트래킹의 목적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계는 센서를 사용해 동작을 추적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는 활동 

근사치로  걸음 수, 수면, 거리, 칼로리 데이터를 포함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간 활동 목표 설정 

활동 트래킹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며 10,000 보가 목표로 자동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활동 트래킹 목표를 변경하거나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트래커를 선택합니다. 

3. 목표를 선택합니다. 

4. 걸음 수, 시간, 칼로리 또는 거리 중에서 설정할 목표를 선택합니다. 

5.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6. 달성할 걸음 수 등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7. 트래커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8.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왼쪽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팁: 일반적인 목표로 하루에 활동 시간 30 분 또는 하루에 10,000 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참고: 알람을 켜놓지 않는 한 목표에 도달하면 시계 화면에 배지가 표시되고 알림음이 

들립니다. 
 

활동 트래킹 끄기 

활동 트래킹을 끄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트래커를 선택합니다. 

3. 목표를 선택합니다. 

피트니스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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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화면에서 꺼짐을 선택합니다. 

 
 

활동 모니터링 

특정 기간의 활동량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왼쪽 버튼을 눌러 목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2. 위쪽 또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 정해 놓은 목표에 따라 거리, 시간 또는 칼로리를 확인합니다. 

3. 일주일 동안 몇 걸음이나 이동했는지 확인하려면 다시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4. 시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오른쪽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활동 공유 

Sports 계정의 소셜 공유 기능을 사용해 Sports 활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Sports 에 로그인합니다.  

2. Sports 대시보드에서 활동을 선택합니다. 

3.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예를 들어 Facebook 또는 Twitter 를 선택하고 댓글을 추가하여 게시물을 개인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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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 보기 정보 

참고: 러닝/사이클/프리스타일(Runner3, Spark3), 트레일 러닝/하이킹/스키/스노보딩(TomTom 

Adventurer)을 포함한 모든 GPS 기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중 트레일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트레일 러닝과 같이 트레일을 사용하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2. 트레일을 보려면 심박 구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을 누릅니다. 

팁: 트레일을 사전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트레일은 가는 선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활동의 시작은 홈 아이콘, 트레일의 시작은 

플래그, 트레일의 끝은 결승선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내 위치는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화살표는 가만히 서있을 때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움직이는 중일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굵은 선은 이동 경로 트레일을 

표시합니다. 

3. 확대하려면 오른쪽을 눌러 트레일의 확대된 보기로 이동하고, 왼쪽을 눌러 다시 축소합니다. 

경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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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화면 아래쪽에 스케일 막대가 표시됩니다. 

참고: 트레일 방향은 설정으로 제어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고 "준비 중/시작"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른 다음 회전을 선택합니다. 트레일을 사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회전하려면 

ON 을 선택하고 트레일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려면 OFF 를 선택합니다. 
 

새 트레일 따라가기 

참고: 러닝/사이클/프리스타일(Runner3, Spark3), 트레일 러닝/하이킹/스키/스노보딩(TomTom 

Adventurer)을 포함한 모든 GPS 기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mTom Adventurer 워치를 사용하면 Sports에서 시계로 업로드된 새 트레일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 중에 보이는 메트릭은 러닝과 동일하나 여기에 고도 정보가 추가됩니다. 

새 트레일을 달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을 눌러 트레일 러닝을 선택합니다.  

2. 아래쪽을 눌러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트레일을 선택합니다. 

팁: 설정에서는 트레이닝 프로그램 선택, 메트릭 설정, 재생 목록 선택, 스플릿 켜기 또는 

끄기가 가능합니다. 

3. 목록에서 트레일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트레일 보기 정보를 참조하세요. 

참고: 나침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주기적으로 나침반을 보정해야 합니다. 
 

Sports 로 트레일 관리하기 

참고: 러닝/사이클/프리스타일(Runner3, Spark3), 트레일 러닝/하이킹/스키/스노보딩(TomTom 

Adventurer)을 포함한 모든 GPS 기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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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앱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트레일을 TomTom GPS 워치에 사전 로드하여 활동 중 

사용하고 트레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ports에서 시계로 트레일 업로드 

시계에는 15 개의 트레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Sports 모바일 앱 

또는 Sports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GPX 파일의 트레일 업로드하기 

GPX 파일의 트레일을 시계로 업로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Strava.com, RidewithGPS.com, Mapmyrun.com 등의 타사 웹사이트로부터 GPX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 Sports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3. 계획 탭을 클릭합니다. 

4. 트레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5. 컴퓨터에 있는 GPX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Sports 에서 트레일을 업로드합니다. 

6.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 이름을 클릭합니다. 

7.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동기화가 완료되면 트레일이 시계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활동을 트레일로 변환하기 

이전의 GPS 활동을 트레일로 변환하려면 시계에서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Sports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이전 GPS 활동 중 하나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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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면 오른쪽 맨 위의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4. 트레일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계획 섹션의 트레일 목록에 트레일이 나타납니다. 

5.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동기화가 완료되면 트레일이 시계에 자동으로 업로드됩니다.  
 

이동 경로 트레일 사용하기 

참고: 러닝/사이클/프리스타일(Runner3, Spark3), 트레일 러닝/하이킹/스키/스노보딩(TomTom 

Adventurer)을 포함한 모든 GPS 기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mTom GPS 워치는 GPS 를 사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이동 경로 트레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 트레일을 활용하면 경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걸음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 트레일은 다음 정보를 보여줍니다. 

 현재 GPS 위치가 화면 가운데 V 형 기호로 표시됩니다. 

 시작 지점은 홈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화살표는 가만히 서있을 때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움직이는 중일 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동 경로 트레일은 북전방위 보기로 표시됩니다. 

 이동 경로 트레일의 전체 길이에 따라 세부 보기 및 개요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중요: 시계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나침반을 보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 트레일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GPS 를 사용하는 활동(예: 러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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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rdio 워치인 경우 활동을 시작한 후 오른쪽을 누르면 심박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 경로 

트레일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트레일 보기 정보를 참조하세요. 
 

나침반 사용하기 

참고: 러닝/사이클/프리스타일(Runner3, Spark3), 트레일 러닝/하이킹/스키/스노보딩(TomTom 

Adventurer)을 포함한 모든 GPS 기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mTom GPS 워치에는 진행 중인 방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이는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르고 GPS 를 사용하는 활동(예: 러닝)을 선택합니다. 

2. 활동을 시작한 후 활동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을 누릅니다. 

팁: 트레일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위쪽을 누릅니다. 

나침반이 현재 방향을 표시합니다. 이 예에서는 북동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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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은 시계가 고정 상태일 때 가장 정확합니다. 나침반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침반을 

보정해야 합니다. 

참고: 시계를 자전거의 스틸 손잡이에 장착했을 때와 같이 시계가 자석 물체에 가까이 있는 

경우 나침반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침반 보정 

나침반의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나침반을 보정해야 합니다. 

나침반을 보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센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나침반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4. 시계를 손목에서 분리하여 다음 3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각각 시계를 회전시킵니다. 

a. 옆으로 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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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앞으로 한 바퀴 

 

c. 화면이 사용자를 향하게 하여 한 바퀴 

 

나침반이 보정될 때까지 a-c 단계를 반복합니다. 보정이 완료되면 시계의 알림이 작동하며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시계 보정 방법은 https://youtu.be/6pnQResxJRU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6pnQResxJ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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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TomTom Adventurer 워치에 해당하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트레일 러닝 

트레일 러닝에 TomTom Adventurer 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 러닝 중에 보이는 

메트릭은 다음과 같이 러닝과 동일하나 여기에 고도 정보가 추가됩니다. 

 3D 거리 

 변화율 

 고도 

 고도 델타 

 총 오르막 및 내리막 거리 

트레일을 달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GPS 신호를 기다린 뒤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을 눌러 트레일 

러닝을 선택합니다.  

1. 오른쪽 버튼을 눌러 트레일 러닝을 시작합니다. 

2. 러닝 중에는 위아래로 스크롤해 여러 가지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3. 트레일을 보려면 심박 구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을 누릅니다. 

팁: 트레일을 사전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트레일 보기 정보를 참조하세요. 

참고: 나침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주기적으로 나침반을 보정해야 합니다. 

참고: 시계가 오염되었거나 젖은 경우에는 압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바로미터 주변의 

구멍을 청소합니다.  
 

하이킹 

TomTom Adventurer 워치로 트레일을 하이킹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 중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3D 거리 

 변화율 

 고도 

 고도 델타 

 총 오르막 및 내리막 거리 

 평균 페이스 

팁: QuickGPSfix를 업데이트한 경우 하이킹 중 배터리 수명이 최대 24 시간 유지됩니다. 음악 

기능 또는 24/7 심박수 모니터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한 번의 충전으로 긴 주말 동안 6 시간 

이상의 장시간 워킹을 여러 번 기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을 하이킹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Adventurer 활동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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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을 눌러 하이킹을 선택합니다.  

1. 오른쪽 버튼을 눌러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2. 하이킹 중에는 위아래로 스크롤해 여러 가지 메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3. 트레일을 보려면 심박 구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을 누릅니다. 

팁: 트레일을 사전 선택했다면 자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트레일 보기 정보를 참조하세요. 

참고: 나침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주기적으로 나침반을 보정해야 합니다. 

참고: 시계가 오염되었거나 젖은 경우에는 압력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바로미터 주변의 

구멍을 청소합니다.  
 

스키 및 스노보드 

참고: TomTom Adventurer 워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스키 및 스노보드에 TomTom Adventurer 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사용하면 산 

위에서 보낸 하루의 활동을 개요로 볼 수 있습니다. 스키 또는 스노보드 선택 시 표시되는 정보는 

동일하나, 같은 날 두 가지를 모두 진행했다면 별도의 활동을 선택해 개별적으로 통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면 시계가 달리는 중인지 또는 리프트 탑승 중인지를 감지합니다.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타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을 눌러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선택합니다.  

1. 러닝 중에는 위쪽 또는 아래쪽을 눌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메트릭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총 경과 시간 

 총 거리 

 심박수 

 속도 

 고도 

 고도 변화(델타) 

 하강(누적 합계) 

 러닝 카운트 

2. 리프트에 탑승하면 시계가 다음 메트릭을 포함한 이전 러닝의 요약 정보를 표시합니다. 

 러닝 횟수 

 최대 속도 

 하강(해당 러닝의 누적 수치) 

 트레일의 최대 변화율 

요약 표시를 중단하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르세요. 

참고: 나침반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주기적으로 나침반을 보정해야 합니다.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탈 때 표시되는 메트릭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을 누른 다음 위쪽 또는 아래쪽을 눌러 스키 또는 스노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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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쪽을 눌러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 다음 메트릭를 선택합니다. 

팁: 설정에서는 재생 목록 선택, 스플릿 켜기 또는 끄기가 가능합니다. 

1. 자세히 알아보려면 표시할 메트릭 선택으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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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트래킹 정보 

TomTom GPS 워치를 사용하여 수면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또는 일 년 동안 수면 시간을 추적합니다. 

 TomTom Sports  웹사이트와 TomTom Sports 모바일 앱에 수면 트래킹 메트릭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계에서는 움직임을 기준으로 수면을 측정하며 오후 일정 시간 이후 움직임이 없으면 수면 중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간은 오후 4 시에 '재설정'되며 이 때부터 시계에서 다시 '야간' 활동을 새로 집계하기 시작합니다. 

활동 트래킹 정확도 

활동 트래킹의 목적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계는 센서를 사용해 동작을 추적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는 활동 

근사치로  걸음 수, 수면, 거리, 칼로리 데이터를 포함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 트래킹 

수면을 추적하려면 잠을 잘 때 TomTom GPS 워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수면 트래킹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지만 설정 메뉴의 트래커에서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에 얼마나 오래 잤는지 보려면 시계 화면에서 왼쪽 버튼을 눌렀다가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일주일간 누적된 수면량을 보려면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수면 모니터링 

TomTom Sports 및 TomTom Sports 모바일 앱에 수면 활동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수면 활동 보기 

TomTom 웹 사이트에서 TomTom Sports 앱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수면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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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정보 

TomTom GPS 워치에서 음악을 저장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중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헤드셋 페어링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하면 음악 화면이 나타납니다. 

 시계와 헤드폰 페어링 

 헤드폰 착용 

 시계에 음악 넣기 

 음악 재생 

참고: 음악 기능은 일부 시계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헤드폰 충전 

일부 TomTom GPS 워치에는 음악 감상을 위해 자체적인 헤드폰이 함께 제공됩니다. 

팁: 헤드폰은 배터리가 약 50% 충전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참고: 컴퓨터 USB 포트를 사용해 헤드폰을 충전할 수도 있지만, 헤드셋을 컴퓨터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계와 함께 제공되는 헤드폰을 충전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USB 소켓 커버를 엽니다. 

2.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 USB 케이블의 반대쪽을 컴퓨터 또는 벽 충전기에 꽂고 전원 공급 장치를 켭니다. 

헤드폰이 충전됩니다. 방전된 상태에서 충전하는 데 2 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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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USB 소켓 커버가 열린 상태에서 소켓에 먼지, 모래 또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계와 헤드폰 페어링  

일부 TomTom GPS 워치에는 음악 감상을 위해 자체적인 헤드폰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는 

대부분의 Bluetooth 헤드셋이나 스피커를 사용해 시계에서 재생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팁: 갖고 있는 헤드폰을 사용하거나 새로 구매하려는 경우 tomtom.com/support 의 '헤드폰 

호환성' FAQ 에서 호환 헤드폰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Bluetooth 헤드폰을 시계와 페어링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세요. 

1. 헤드폰을 꺼짐으로 전환합니다. 

2.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려면 헤드셋 컨트롤의 가운데 버튼을 10 초 동안 누릅니다. 

팁: 헤드폰이 페어링 모드가 되면 파란색 불과 빨간색 불이 번갈아 가며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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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버드 하나를 한쪽 귀에 꽂으면 페어링 중에 오디오 피드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3. 시계 화면에서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시계가 헤드폰을 검색합니다. 

 

 

4. 헤드폰 세트 하나가 발견되면 페어링이 시작됩니다.  

참고: 헤드폰 세트가 여러 개 발견되면 다른 세트에서 10m 이상 멀어지도록 이동하세요. 

5. 시계와 헤드폰 간에 페어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헤드폰 이름과 함께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제 시계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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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시작하면 현재 재생 목록과 함께 음악 화면이 표시됩니다. 

중요: 페어링이 실패하면 헤드폰을 끄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어버드 변경 

일부 TomTom GPS 워치에는 음악 감상을 위해 자체적인 헤드폰이 함께 제공됩니다. 

제공된 헤드폰에는 중형 또는 대형 이어버드가 달려 있으며, 상자 안에 다른 크기의 이어버드가 

들어 있습니다. 

제공된 헤드폰의 이어버드를 정확한 크기로 변경하려면 버드를 당겨서 뺀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교체하세요. 

 

 

헤드폰 착용 

헤드폰이 귀에 제대로 맞아야 활동을 할 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헤드폰을 착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L 이라고 표시된 쪽이 왼쪽, R 이라고 표시된 쪽이 오른쪽에 오도록 이어버드를 손에 듭니다. 

팁:L 과 R 을 올바르게 잡았으면 헤드폰을 낄 준비가 된 것입니다. 

2. 헤드폰을 집어 들고 코드가 머리와 목 뒤에 오도록 뒤에서부터 머리에 씁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블이 귀 뒤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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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어버드를 끼우고 꼭 맞도록 케이블을 조입니다. 

 

 

시계에 음악 넣기 

TomTom GPS 워치에서 음악을 저장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중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계는 다음과 같은 음악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MP3  

 샘플 속도: 16KHz ~ 48KHz  

 비트 속도: 8kbps ~ 320kbps  

 모노/스테레오 채널 및 결합 스테레오  

 아티스트, 트랙 제목, 길이 지원 언어: 영어, 체코어, 덴마크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다른 언어의 

경우 사용되는 문자가 지원되는 언어에 포함되면 올바르게 표시됩니다.  

AAC  

 MPEG2 및 MPEG4 AAC-LC 와 HE-AACv2 가 지원됩니다.  

 샘플 속도: 최대 48KHz  

 비트 속도: 최대 320kbps  

 모노/스테레오/듀얼 모노가 지원됩니다.  

 AAC 의 경우 아티스트, 트랙 제목, 길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계는 종류에 관계없이 DRM 을 사용하는 파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음악 업로드 및 동기화 

컴퓨터의 iTunes 및 Windows Media Player 에서 전체 음악 재생 목록을 시계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Sports 모바일 앱을 사용해서는 재생 목록을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음악 재생 목록을 시계와 동기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Sports Connect 가 열리고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2. Sports Connect 에서 음악 탭을 선택합니다. 



74 

 

 

 

Sports Connect 에서 컴퓨터에 있는 음악 재생 목록을 스캔하여 왼쪽에 나열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재생 목록 중 일부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다면 스캔을 클릭합니다. 

3. 재생 목록 옆에 있는 +를 클릭하여 재생 목록을 시계에 복사합니다.  

이제 시계에서 재생 목록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음악 파일 저장 공간 

시계에는 음악 파일 저장 공간이 3GB 정도 있습니다. 트랙의 크기에 따라 500 곡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입니다. 
 

음악 재생 

TomTom GPS 워치에서 음악을 저장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 중에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헤드폰 켜기 및 끄기 

1. 헤드폰을 켜려면 가운데 버튼을 2 초 동안 누릅니다. 파란색 불이 두 번 깜박입니다.  

2. 헤드폰을 끄려면 가운데 버튼을 3 초 동안 누릅니다. 빨간색 불이 두 번 깜박입니다. 

 

헤드셋 컨트롤 사용 

제공되는 헤드셋에서 컨트롤을 사용해 음악을 재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세요. 

재생 
 

가운데 버튼을 눌러 음악을 재생합니다. 

일시 중지 
 

가운데 버튼을 눌러 음악을 일시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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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시계에서 위쪽 버튼을 눌러도 트랙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볼륨 높이기 
 

위 이미지에 표시된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볼륨을 높입니다.  

볼륨 낮추기 

 

위 이미지에 표시된 왼쪽 버튼을 눌러 볼륨을 낮춥니다.  

다음 트랙 
 

다음 트랙으로 이동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2 초 동안 누릅니다. 

이전 트랙 
 

이전 트랙으로 이동하려면 왼쪽의 버튼 을 2 초 동안 누릅니다. 

시계 사용 

시계를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헤드폰과 함께 제공되는 지침에 따라 헤드폰을 켭니다.  

2. 시계 화면에서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트랙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3. 트랙을 일시 중지하려면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수영하거나 스톱워치를 사용하는 중에는 음악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4. 다음 곡을 선택하려면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5. 음악 트랙 안에서 10 초씩 건너뛰려면 시계의 왼쪽 또는 오른쪽을 길게 누릅니다. 

6. 트랙이 3 초 이상 재생되었다면 왼쪽 버튼을 눌러 트랙을 다시 시작합니다. 왼쪽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 곡으로 돌아갑니다. 

팁: 활동 중에는 뮤직 플레이어 화면이 메트릭 목록 맨 위에 표시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팁: 음악 재생 목록을 선택하려면 활동을 시작할 때 나타나는 시작 메시지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활동 중이 아닌 경우 설정에서 다른 재생 목록을 선택하거나 일시 중지 상태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참고: 헤드폰 연결을 끊을 경우 시계가 오디오북 또는 음악 트랙에서 멈춘 위치를 기억하므로 

다음에 해당 위치부터 재생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시계의 음악 백업 

시계의 음악을 백업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Windows 

1.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Windows 로고 키  +E 를 누릅니다. 

3. 이동식 저장소 목록에서 시계를 두 번 클릭합니다. 시계가 목록에 음악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시계가 라벨 또는 이름이 아닌 드라이브 문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SportsConnect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5. Music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6. 백업을 저장할 컴퓨터상의 위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시계에 음악을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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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림 영역에서 Sports Connect 아이콘을 클릭하고 종료를 클릭합니다. 

2.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3. Windows 로고 키를 누릅니다. 

4. 백업한 Music 폴더를 시계에 있는 Sports Connect 폴더로 복사합니다. 

5. 모든 프로그램 > TomTom 에서 Sports Connect 를 다시 시작합니다. 

 

Mac 

1.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파인더를 엽니다. 

3. 파인더 사이드바에서 시계를 선택합니다. 시계가 목록에 음악으로 표시됩니다. 

4. SportsConnect 폴더를 두 번 클릭합니다. 

5. Music 폴더를 Control-클릭(오른쪽 클릭)하고 "음악" 복사를 선택합니다. 

6. 백업을 저장할 Mac 상의 위치를 선택하고 이를 Control-클릭(오른쪽 클릭)한 다음 항목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시계에 음악을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파인더를 엽니다. 

3. 상태 바에서 Sports Connect 아이콘을 클릭하고 종료를 클릭합니다. 

4. 백업한 Music 폴더를 시계에 있는 Sports Connect 폴더로 복사합니다. 

5. 런치패드 또는 어플리케이션 폴더에서 Sports Connect 를 재시작합니다. 
 

음성 코치 정보 

음악을 재생할 때 음성 코치가 트레이닝의 중요 단계를 안내해 줍니다. 

음성 코치는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며 시계에서 삐 소리 등 경고음이 날 때마다 음성 코치가 

주의를 요하는 메시지를 들려 줍니다. 음악 재생 중에는 경고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짧은 

메시지가 표시되며 음악이 중단됩니다.  

일반 메시지: 

 시계 준비, 데모 모드, 수영 중에는 Bluetooth®가 작동하지 않음 

TrainingPartner 메시지: 

 구간: 구간 내, 구간 위, 구간 아래 

 목표: 목표의 50%, 90%, 100%, 110% 

 레이스: 앞서감, 뒤처짐, 패배, 승리 

참고: 음성 코치를 끄려면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프로필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프로필 메뉴를 엽니다. 음성을 누르고 없음을 선택합니다. 

프로필에서 같은 음성 옵션을 사용해 음성 코치의 언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폰 문제 해결 

일부 TomTom GPS 워치에는 음악 감상을 위해 자체적인 헤드폰이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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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중간에 끊기거나 딸깍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시계와 헤드셋 컨트롤 사이의 Bluetooth 

신호를 몸이 막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쪽 손목에 시계를 착용해 수신과 오디오 품질을 높여 보세요. 시계를 착용하는 최적의 위치는 

오른쪽 손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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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정보 

센서는 시계에 연결하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외부 장비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센서를 시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심박수 센서 - 트레이닝 중의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일부 제품에는 외장 TomTom 심박수 

센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제품에서는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 - 사이클 중의 케이던스 및 속도를 측정합니다. 일부 제품에는 

TomTom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의 제품에서는 액세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케이던스는 rpm 단위로 페달 회전율을 측정합니다. 저속 기어에서는 케이던스는 높고 속도는 낮을 

수 있습니다. 고속 기어에서는 케이던스는 낮고 속도는 높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케이던스와 속도를 위한 최적의 균형을 찾으세요. 
 

외부 심박수 센서 

TomTom 외부 심박수 센서를 시계와 함께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스트랩에 모니터를 장착합니다. 

 

2. 가슴뼈 바로 위에 모니터가 오도록 스트랩을 가슴에 장착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TomTom 이라는 글자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센서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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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가슴에 장착하기 전에 센서의 스트랩 안쪽을 살짝 축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심박수 측정이 보다 용이해집니다. 

3.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4. 센서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5. 심박수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켭니다. 

6. 운동을 시작하면 시계가 센서에 연결되고 화면 아래쪽에 심박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시계를 센서와 연결하려 하면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시계를 처음으로 센서에 연결하려 할 때 센서가 두 개 이상 발견되면 시계에서 연결할 센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시계 범위 내에 다른 센서가 없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한 번 연결된 센서는 항상 다시 연결됩니다. 

트레이닝 중에 심박수가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해 목표 심박수 구간까지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심박수 센서를 다른 Bluetooth® Smart Ready 장치 및 앱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이나 앱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를 참조하세요. 

센서에서 CR2032 배터리를 변경하려면 동전을 사용해 센서 뒷면을 엽니다. 배터리는 재활용하거나 

현지 법 및 규정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 

TomTom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1. 스포크 마그넷 

2. 크랭크암 마그넷 

3. 체인스테이 센서 

4. 케이블 타이 

시계와 함께 TomTom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를 사용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1. 제공된 케이블 타이 중 3 개를 사용하여 체인스테이 센서를 자전거의 체인스테이에 

연결합니다. 센서 본체에 2 개, 센서의 작은 부분에 1 개의 타이를 사용합니다. 센서의 위치를 

조정해야 할 수 있으므로 타이를 꽉 조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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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센서의 작은 부분은 크랭크암을 마주보아야 하며 체인스테이 위쪽에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에 따라서 센서 본체를 바퀴 쪽으로 기울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스포크 마그넷을 먼저 연결한 다음 본체를 조정해야 합니다. 

 

2. 자전거의 스포크 중 하나에 스포크 마그넷을 연결하세요. 마그넷은 체인스테이 센서가 연결된 

체인스테이를 마주보아야 합니다. 

 

3. 바퀴가 회전할 때 스포크 마그넷이 체인스테이 센서의 본체 끝을 지나도록 스포크 마그넷과 

체인스테이 센서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중요: 체인스테이 센서와 스포크 마그넷 사이의 거리는 교차할 때 2mm 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자전거에서는 센서의 본체를 바퀴 쪽으로 기울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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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랭크암 마그넷을 자전거의 크랭크암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마그넷은 체인스테이 센서가 

연결된 체인스테이를 마주보아야 합니다. 

 

팁: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의 여러 부위가 자전거에서 올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스포크 마그넷은 체인스테이 센서의 본체를 지나야 하며, 크랭크암 마그넷은 센서 끝을 

지나서는 안 됩니다. 

 

센서를 올바른 위치로 조정했으면 케이블 타이를 조여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5. 시계에서 휠 사이즈를 설정하여 센서가 제공하는 단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바퀴 둘레이며, 밀리미터(mm) 단위를 사용합니다. 

6. 마그넷 중 하나 이상이 센서를 지나도록 자전거 또는 자전거 크랭크암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센서가 켜집니다. 

7.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8. 센서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9. 자전거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켭니다. 

10. 운동을 시작하면 시계가 센서에 연결되고 화면 아래쪽에 체인링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시계를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에 연결하려고 하면 체인링이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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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처음으로 센서에 연결하려 할 때 센서가 두 개 이상 발견되면 시계에서 연결할 센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시계 범위 내에 다른 센서가 없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한 번 연결된 센서는 항상 다시 연결됩니다. 

체인링이 더 이상 깜박이지 않으면 시계가 케이던스와 속도를 측정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GPS 픽스 없이도 사이클링을 시작할 수 있지만 올바른 GPS 트래킹을 위해서는 GPS 아이콘의 

깜박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이클링 활동을 시작하세요. 

팁: 사이클링 활동에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를 사용할 경우 센서에서 수신되는 속도 데이터가 

없으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트레이닝 중에 현재 케이던스를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변경해 케이던스가 보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사용해 목표 케이던스 구간까지 트레이닝할 수 있습니다.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를 다른 Bluetooth® Smart Ready 장치 및 앱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이나 앱과 함께 제공되는 문서를 참조하세요. 

센서에서 CR2032 배터리를 변경하려면 동전을 사용해 센서 뒷면을 엽니다. 배터리는 재활용하거나 

현지 법 및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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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정보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이 설정은 시계의 전반적인 동작을 

결정합니다. 각 활동에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설정도 있습니다. 

시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정이 제공됩니다. 

 시계 

 트래커 

 재생 목록 

 휴대폰 

 센서 

 비행기 모드(구형 시계 모델만 해당) 

 옵션 

 프로필 

 기준 

활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설정이 제공됩니다. 

 러닝 설정 

 아웃도어 사이클링 설정 

 수영 설정 

 러닝머신 설정 

 인도어 트레이닝 설정 

 인도어 사이클링 설정 
 

시계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시계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시계 

메뉴를 엽니다. 

알람 

알람을 켜거나 끄고 알람 시간을 설정하려면 알람을 선택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중지하거나 잠시 후에 다시 울리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다시 울리도록 

설정하면 9 분 안에 다시 울립니다. 

시간 

시계에서 시간을 설정하려면 시간을 선택합니다. 24시간의 설정에 따라 12시간제 또는 24시간제를 

사용해 시간을 설정합니다. 

팁: 시계에서는 24 시간 실시간 활동량 트래킹에 UTC(협정 세계시) 시간 스탬프를 사용합니다. 

이는 초기값, Sports 모바일 앱, Sports Connect 또는 GPS 를 통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UTC 를 

기준으로 시계의 날짜가 정해집니다. 날짜는 시간을 변경해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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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시간을 표시하고 설정하기 위해 12 시간 및 24 시간 시계 사이를 전환하려면 24 시간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 설정의 켜짐 및 꺼짐 사이를 전환합니다. 
 

트래커 

활동 트래킹 끄기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트래커를 선택합니다. 활동 트래킹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므로 꺼짐을 선택해 활동 트래킹을 끕니다.  

목표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트래커를 선택합니다.오른쪽 버튼을 눌러 

목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간 활동 목표 설정을 참조하세요. 

수면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트래커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수면을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다시 눌러 수면 트래킹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수면 목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재생 목록 

활동을 시작할 때 재생 목록 선택하기 

1. 시계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2.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3. "준비 중" 또는 "시작"이 표시되면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4.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5.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재생 목록 선택하기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센서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센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센서 

메뉴를 엽니다. 

두 가지 유형의 센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 내장형 또는 외부 심박수 센서입니다. 

 자전거 - 케이던스 및 속도 센서입니다. 

나침반을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나침반 -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 사용하기 전과 주기적으로 보정이 필요한 내장형 

나침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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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시계가 배터리 충전량의 최대 20% 더 오래 지속되도록 하려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센서를 

끄세요. 센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도 시계가 계속해서 센서를 검색합니다.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도 심박수 센서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센서 테스트를 

참조하세요.  
 

심박수 센서 테스트 

활동을 시작하지 않고도 심박수 센서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2. 센서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센서 메뉴를 엽니다. 

3. 심박수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켜짐, 꺼짐 또는 외부가 표시됩니다. 설정이 켜짐 또는 외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bpm(분당 

비트수)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바로 심박수가 표시되거나, 시계에서 심박수 센서를 검색하고 있는 경우 대시가 

깜박입니다.  

팁: 심박수가 감지되면 활동을 바로 시작하려는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가 추가로 30 초 동안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휴대폰 

시계를 휴대폰 또는 모바일 장치와 페어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omTom Sports 

앱을 참조하세요, 

시계와 휴대폰 또는 모바일 장치를 페어링하려면 모바일 장치와 페어링을 참조하세요. 

모바일 장치의 알림 관리하기 

중요: 알림 옵션은 동기화가 켜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에 표시되는 휴대폰 알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수신될 때 알림을 받거나 

알림을 끌 수 있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을 열고 휴대폰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관리를 선택한 다음 알림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장치의 알림을 시계로 받으려면 ON 을 선택하고 알림을 끄려면 OFF 를 선택합니다. 알림이 

꺼질 때에는 시계에 "방해 금지" 아이콘(ZZZ 표시가 있는 휴대폰)이 표시됩니다.  

활동 동기화 관리 

이 설정을 사용하여 활동을 TomTom Sports 계정으로 업로드하는 시기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을 연 다음 휴대폰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관리를 선택한 다음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ON - 시계와 모바일 장치가 페어링된 경우 Sports 앱을 열면 활동이 Sports 계정으로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앱이 닫힌 때에도 배경에서 동기화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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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이전 "비행기 모드") - 이 설정에서는 시계 페어링을 해제하지 않고도 배터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동 또는 자동 동기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알림도 수신되지 않습니다. 

 수동 - 수동으로 설정한 경우 시계를 활성화하려면 시계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런 다음 

Sports 앱을 열면 동기화가 실행됩니다. 이 옵션에서는 배터리 사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모드 

참고: 구형 시계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mTom GPS 시계에서는 항공기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기능은 신형 모델에 탑재되지 않았습니다.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열고 비행기 모드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위쪽 또는 아래쪽 버튼을 눌러 비행기 모드 또는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합니다. 

비행기 모드나 비행기 탑승 모드가 켜져 있으면 시계 화면에 비행기 아이콘이 표시되고 모든 

Bluetooth 연결이 비활성화됩니다. 

비행기 모드를 끄려면 위쪽 또는 아래쪽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옵션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옵션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옵션 

메뉴를 엽니다. 

단위 

시계에서 사용되는 거리와 무게 단위를 설정하려면 단위를 선택합니다. 마일 또는 킬로미터와 

파운드 또는 킬로그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릭 

메뉴 이동 시 시계의 동작을 설정하려면 클릭을 선택합니다. 시계에서 딸깍 소리가 나며, 이 

소리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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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모드 

데모 모드를 켜고 끄려면 데모 모드를 선택합니다. 데모 모드에서는 GPS 픽스가 제공되고 (아무 

작업을 수행하지 않아도) 트레이닝 모드로 작동합니다. 데모 모드에서 완료한 활동은 활동 내역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야간 모드 

야간 모드를 켜거나 끄려면 야간을 선택합니다. 야간 모드가 켜져 있으면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고 활동 중에 계속 켜져 있습니다. 활동을 멈추면 불이 다시 꺼집니다. 

참고: 트레이닝 중에 야간 모드를 사용하면 보통 때보다 배터리가 훨씬 빨리 소모됩니다. 

잠금 

활동 잠금 기능을 켜고 끄려면 잠금을 선택합니다. 잘못해서 왼쪽 버튼을 눌러도 잠금 기능 덕분에 

현재 활동이 일시 중지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프로필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연 다음 프로필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프로필 메뉴를 엽니다. 

각 케이스별로 세부 사항을 설정하려면 아래 옵션을 선택합니다. 

 언어 

 음성 

 몸무게 

 키 

 나이 

 성별 

프로필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중에 소모된 칼로리 수치 계산. 

 심박수 트레이닝 존에서 목표 심박수 설정. 구간은 TomTom Sports 계정에서 계산됩니다. 

 러닝머신 트레이닝 중인 경우 보폭 계산. 

언어 

시계에서 사용되는 메뉴 및 메시지의 언어를 설정하려면 언어를 선택합니다. 

음성 

음성을 선택하면 음성 코치의 언어를 변경하거나 음성 코치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기준 

시계에서 인증 정보를 보려면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기준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인증 정보를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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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Tom Sports 계정은 사용자의 트레이닝 및 피트니스 정보가 모두 보관되는 중앙 

저장소입니다.  

계정을 만들려면 TomTom Sports Connect 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mysports.tomtom.com으로 

이동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TomTom Sports Connect 나 TomTom Sports 앱을 통해 Sports 계정으로 

운동 내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TomTom Sports 계정으로 운동 내역을 전송하면 이전 운동을 저장하고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이동한 경로 및 운동과 관련된 모든 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TomTom Sports Connect 를 사용하여 다른 스포츠 웹 사이트의 계정으로 운동 내역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CSV, FIT 또는 TCX 파일과 같은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내보내는 경우에는 다른 스포츠 웹 

사이트로 운동 내역을 전송하는 데 TomTom Sports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RunKeeper 와 같은 자동 업로드는 진행됩니다.  
 

TomTom Sports 계정 

http://mysports.tomt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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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Tom Sports Connect 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계 설정이 지원됩니다.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됩니다. 

 TomTom Sports 계정이나 다른 스포츠 웹 사이트로 운동 내역이 전송됩니다. 현재 Endo-

mondo, Strava, MapMyFitness, RunKeeper, Jawbone 및 Nike+로의 운동 내역 전송이 

지원됩니다.  

TomTom Sports Connect 를 이용하면 다양한 파일 형식의 운동 내역을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다른 웹 사이트 및 파일 형식으로 활동 내보내기 

 TomTom Sports 에서 변경된 설정이 시계로 전송됩니다. 

 시계의 QuickGPSfix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TomTom Sports Connect 설치하기 

tomtom.com/123/에서 TomTom Sports Connect 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데스크 도킹 장비를 이용하여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TomTom Sports Connect 

http://www.tomtom.com/123/


90 

 

 

 

중요: TomTom 웹 사이트에서 TomTom Sports 앱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TomTom Sports 모바일 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휴대폰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운동 내역이 자동으로 TomTom Sports 계정으로 전송됩니다. 

참고: 다른 웹 사이트 및 파일 형식으로 활동 내보내기 

 TomTom Sports 에서 변경된 설정이 시계로 전송됩니다. 

 시계에서 개인 맞춤 운동, 트레일 및 QuickGPSfix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TomTom Sports Connect 없이도 Sports 계정으로 운동 정보를 전송하고 QuickGPSfix 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휴대폰 및 모바일 장치 

iOS 

TomTom Sports 앱은 iOS 8 이상의 모든 Apple iPhone, iPod Touch, iPad 에서 지원됩니다. 

Android 

TomTom Sports 앱에서 시계와 통신하려면 Bluetooth Smart(또는 Bluetooth LE) 및 Android 4.4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Bluetooth Smart 지원 Android 장치를 테스트하여 Sports 앱과의 

호환성을 확인했습니다. Google Play Store를 방문하여 사용 중인 휴대폰의 Sports 앱 호환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몇몇 Android Lollipop 또는 이후 버전의 장치와 시계를 페어링하여 운동 내역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Store에서 호환성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요: Sports 모바일 앱은 Android 의 경우 1.3.0 이상의 버전으로, iOS 의 경우 1.0.9 이상의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스마트폰에 시계를 다시 한 번 페어링해야 

합니다. 

TomTom Sports 앱을 사용하기 전에 

TomTom Sports 앱은 tomtom.com/app 또는 일반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omTom Sports 모바일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omtom.mysports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omtom.mysports
http://www.tomtom.co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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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관련 경고 및 지시 사항 

중요! 사용하기 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고 및 지시 사항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올바르게 설정, 사용, 취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이나 

장치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경고 및 지시 사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이상 모든 TomTom 스포츠 제품에 적용됩니다. 

사용 관련 지시 사항 및 정확도 

심박수를 모니터하고, 체성분을 추적하고(일부 모델만 해당), 걸음 수, 소모 칼로리, 도보 거리, 활동 

시간 및 수면 시간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사용자 신체 활동의 추정치입니다. 외부 신호 간섭이 있거나 손목과의 

접촉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품 설명서 또는 온라인 FAQ 에 제시된 지침에 따라 수치를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전 세계의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 기반 

시스템입니다. GPS 는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며, 미국 정부만이 GPS 의 가용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GPS 의 가용성과 정확성에 변동이 생기거나 환경 조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 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omTom 은 GPS 의 가용성과 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합니다. 

경고 - 이 제품은 의료 기기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의료 기기가 아닙니다. 제품에 대해 제공된 설명은 의료적 진단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제품은 치료, 처치 또는 질병 예방의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음량 경고 - TomTom 무선 헤드폰 

헤드폰을 오랜 시간 동안 높은 볼륨으로 청취하지 마세요. 높은 음량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 체성분 기능이 있는 장치 

임신 중이거나 심박조율기 또는 기타 내부 의료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치를 사용해선 

안됩니다. 이 장치에는 의료 기기의 신호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전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 - 심박수 모니터 

심박조율기 또는 기타 내장 의료 기기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의료 기기 제조사와 상의하세요. 이 장치에는 신호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센서/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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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위험 

이 제품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장치와 관련 액세서리에는 질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부품을 

삼킨 경우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물튀김 방지 - 피트니스 트래커 

올바르게 착용 및 사용할 경우 생활 방수 및 완전 방수(IPX7)가 지원됩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유의하세요(예: 수영, 서핑, 목욕 등). 

GPS 워치의 방수 기능 

방수 제한 40m(5ATM)는 수압, 염도, 수심, 오염도, 온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40m(5ATM)에서의 빠른 움직임은 장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 도로 이탈 내비게이션 

장치에서 도로를 이탈하는 경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을 바탕으로 주변 환경과 날씨 조건에 유의하세요. 새로운 경로나 까다로운 경로에 

나서기 전에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법을 위반하게끔 하는 경로는 따르지 마세요. 

스포츠 장치 관리 

장치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야 합니다. 젖은 천으로 장치를 닦습니다. 중성 비누를 사용해 

기름기나 먼지를 제거합니다. 가솔린, 세정제, 아세톤, 알코올, 선크림 또는 살충제 같은 강한 화학 

물질에 장치를 노출하지 마세요. 화학 물질은 장치의 밀폐 부위, 케이스, 마감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장치에 심박수 모니터가 장착된 경우 심박수 센서 영역을 긁지 말고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방수 제품의 경우) 물에 들어갔다 나온 뒤에는 스트랩으로부터 모듈을 분리하고 

스트랩과 모듈을 깨끗한 물로 닦은 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충천 포트와 케이블은 

완전히 말린 뒤에 연결하세요. 

신체 연령(일부 모델만 해당) 

이 제품은 Firstbeat 에서 제공하는 고급 심박수 분석을 사용합니다. 

장치 및 배터리 안전 

장치  

장치를 분해, 파쇄, 변형하거나 구부리거나 구멍을 뚫거나 조각내지 마세요. 장치를 습하거나 

부식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 고온의 장치, 열원 내부 또는 근처, 직사광선 아래, 전자레인지 내부 

또는 가압 용기 내부에 두거나 보관하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장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를 떨어뜨려 손상이 발생한 경우 고객 지원 팀에 문의하세요. 장치에는 제공된 

케이블만 사용하세요. TomTom 에서 승인한 교체품을 확인하려면 tomtom.com 을 방문하세요.  

장치 배터리(교체 불가) 

이 제품에는 교체 불가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를 가르거나 외부 

물질을 삽입하거나 개방하거나 분해하지 마세요. 물, 액체, 불, 폭발 또는 기타 위험 요인에 

노출하지 마세요. 배터리를 단락하거나 전도체를 배터리 단자에 접촉하지 마세요. 배터리의 사용자 

교체가 지원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터리는 교체하거나 제거하지 마세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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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다른 종류의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 

지원 팀에 문의하세요.  

명시된 배터리 수명은 평균적인 사용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최대 배터리 수명으로서, 특정 환경 

조건하에서만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FAQ 를 참조하세요.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배터리에서 산화물이 유출되거나 배터리가 뜨거워지거나 폭발 또는 

점화되어 부상/제품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 물질이 유출되어 액체와 접촉한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내고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온도가 매우 낮거나(32°F / 0°C 미만) 높은 

경우(113°F / 45°C 초과)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폐기물  

이 제품에는 현지법과 규정에 따라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항상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취급하세요. 

 

WEEE - 전자 폐기물 

EU/EEA 에서는 지침 2012/19/EU(WEEE)에 따라 본 제품의 본체 및/또는 포장에 X 자가 표시된 

쓰레기통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 쓰레기로 취급하거나 비분리 일반 쓰레기로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활용을 위해 구입처 또는 지역 폐기물 수집 장소에 반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U/EEA 가 아닌 경우 X 자가 표시된 쓰레기통 기호의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재활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정부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제품을 

폐기할 때 지역법에 따라야 합니다.  

 

작동 온도 

작동 온도: -20°C(-4°F)~60°C(140°F) 이 온도 범위를 초과하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CE 및 무선 장비 지침 준수 

 

이 장치는 모든 EU 회원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는 Bluetooth 주파수 범위는 

2402MHz ~ 2480MHz 이며 최대 무선 주파수 방출력은 5.5dBm 입니다. 이에 TomTom 은 무선 

장비 유형 TomTom Sports 장치가 지침 2014/53/EU 를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의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tomtom.com/en_gb/legal/declaration-of-conformity/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FCC) 전파 방해 준칙 

이 장치는 FCC 규정의 15 항을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전파 방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장치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전파 방해를 포함한 모든 전파 방해를 허용해야 합니다. 

https://telematics.tomtom.com/webfleet/legal/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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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치는 테스트를 완료했고 FCC 규정의 15 항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거주 시설에 설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전파 

방해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사용하고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장치에서 전파 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비가 무선 통신 또는 TV 수신을 방해하는 경우(장비를 껐다가 켜 보면 알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전파 방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바꿉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 거리를 늘립니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른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판매점이나 숙련된 무선/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FCC ID Fitness Trackers: S4L1AT00 

FCC ID GPS watches: S4L4REM, S4L4RFM 

FCC ID Bluetooth Sports Headset: S4L4R01 

IC ID Fitness Trackers: 5767A-1AT00 

IC ID GPS Watches: 5767A-4REM, 5767A-4RFM 

IC ID Bluetooth Sports Headset: 5767A-4R01 

FCC 주의사항 

준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모든 변경이나 수정은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송신기는 다른 어떤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도 같은 위치에 있거나 함께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사선 조사 준칙 

이 제품은 미통제 환경에 대해 명시된 FCC 휴대용 RF 노출 한도를 준수하며 본 문서에 설명된 

대로 사용할 때 안전합니다. 제품을 사용자 신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거나 장치의 

출력을 낮게 설정하여(해당 기능이 지원되는 경우) RF 노출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책임 당사자 

TomTom, Inc., 2400 District Avenue, Burlington, MA 01803, 전화번호: 866 486-6866 내선 

1(1-866-4-TomTom) 

송출 정보(캐나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 장치는 전파 방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장치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전파 방해를 포함한 모든 전파 방해를 

허용해야 합니다. 

작동은 이 장치가 유해한 전파 방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따릅니다. 이 장치는 클래스 B 

디지털 장치로서 캐나다 ICES-003 CAN ICES-3(B)/NMB-3(B)을 준수합니다. 국가 코드 선택 기능은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비는 2.4GHz RSS-247 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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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산업부 준칙: 

이 장비는 ISED 의 라이선스 면제 RSS 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전파 방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장치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전파 방해를 포함한 모든 전파 방해를 허용해야 합니다. 

방사선 조사 준칙: 

이 제품은 미통제 환경에 대해 명시된 캐나다 휴대용 RF 노출 한도를 준수하며 본 문서에 설명된 

대로 사용할 때 안전합니다. 제품을 사용자 신체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거나 장치의 

출력을 낮게 설정할 수 있는 경우 RF 노출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증 

  

이 제품에 표시된 규정 준수 기호(RCM)는 관련 오스트레일리아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뉴질랜드 인증 

이 제품에 표시된 R-NZ 는 뉴질랜드 규정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고객 지원팀 연락처(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고객) 

오스트레일리아: 1300 135 604 뉴질랜드: 0800 450 973 

모델 번호 

TomTom GPS Watch: 4REM 

TomTom GPS Cardio Watch: 4RFM 

TomTom GPS Watch Cable: 4R00 

TomTom Fitness Trackers: 1AT00 

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4R01 

TomTom Sports 앱 

제품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려면 TomTom Sports 앱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액세서리 

USB 충전 케이블, 헤드폰(일부 모델에 한함), 사용 설명서 

이용 약관: 보증 및 EULA 

이 제품에는 제한적 보증 및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조건을 비롯한 당사의 이용 약관이 적용됩니다. 

tomtom.com/legal을 방문하세요. 

TomTom의 사용자 정보 취급 방침 

개인 정보 사용에 관한 정보는 tomtom.com/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tomtom.com/legal
http://www.tomtom.com/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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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인증 정보 

시계에서 인증 정보를 보려면 시계 화면에서 아래쪽 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기준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인증 정보를 스크롤합니다. 

헤드셋의 경우 이어버드와 연결되는 케이블에 부착된 레이블을 확인합니다. 

트래커의 경우 본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참고: 본 추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증 정보는 사용자의 제품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만 해당하는 섹션의 경우 해당하는 제품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산국 

이 장치는 중국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제조년 

제조년: 2017 
 

Triman 로고 

 

 

BF 유형 장비 

 

 

제조업체 연락처 정보 

TomTom International B.V., De Ruyterkade 154, 1011 AC Amsterdam, The Netherlands, 전화번호: 

+31 (0)20 757 5000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CMIIT ID TomTom Fitness Trackers (1AT00) : 2016DJ4417 

CMIIT ID TomTom GPS Watch (4REM): 2015DJ4909 

CMIIT ID TomTom GPS Watch Cardio (4RFM): 2015DJ4910 

CMIIT ID 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4R01): 2016DJ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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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RoHS 

 TomTom Fitness Trackers: 1AT00 / 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4R01 / TomTom 

GPS Watch Cable: 4R00 

TomTom GPS Watch: 4REM / TomTom GPS Watch: 4RFM 

 
 

중화민국 수입업체 

建達國際股份有限公司 

新北市新店區中正路 531號 5樓 

전화: (02) 2219-1600 
 

중화민국 인증 

NCC ID TomTom Fitness Trackers: CCAI17LP0430T1 

NCC ID TomTom GPS Watches: CCAI15LP1840T6 

NCC ID 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CCAJ16LP6280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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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產品符合低功率電波輻射性電機管理辦法第十二條、第十四條等條文規定: 

第十二條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 非經許可, 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 

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第十四條 

低功率射頻電機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 經發現有干擾現 

象時, 應立即停用, 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 

前項合法通信, 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 

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 

干擾。 
 

싱가포르 인증 

 

 

인도 인증 

인증 ID (1AT00): NR-ETA/4696 Fitness Tracker 

인증 ID (4REM): NR-ETA/3393 TomTom GPS watch 

인증 ID (4RFM): NR-ETA/3405 TomTom GPS Cardio watch 

인증 ID (4R01): ETA-3123/16-RL0 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증 

제품에 표시된 ICASA 로고는 관련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선 장비 인증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TomTom Fitness Trackers: 

 

TomTom GPS Wa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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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브라질 인증 

다음 ANATEL 506 준칙은 본 법적 추록에서 다루고 있으며 2017 년 8 월 27 일 전에 인증받은 모든 

장치에 적용됩니다.  

"Este equipamento opera em caráter secundário, isto é, não tem direito à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mesmo de estações do mesmo tipo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a 

sistemas operando em caráter primário." 

다음 ANATEL 680 준칙은 본 법적 추록에서 다루고 있으며 2017 년 8 월 27 일 후에 인증받은 모든 

장치에 적용됩니다.  

"Este equipamento não tem direito à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em sistemas devidamente autorizados". 위 문구의 비공식적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치는 유해한 전파 방해로부터 보호될 수 없으며 승인된 시스템에서 방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TomTom Fitness Trackers: 

 

TomTom GPS watches: 

 

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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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인증 

 

 

일본 인증 

TomTom Fitness Trackers: R-201-160580 

TomTom GPS Sports Watches: R-201-152769 

TomTom Bluetooth Sports Headset: R-204-620243 

   
 

대한민국 인증 

TomTom Fitness Trackers: MSIP-CRM-NSW-1AT00 

TomTom GPS Sports Watches: MSIP-CMM-NSW-4RFM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B 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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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2017 TomTom. All rights reserved. TomTom 및 “두 손” 로고는 TomTom N.V. 또는 그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오픈 소스 

이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마지막 

출하일로부터 최대 3 년 동안 TomTom 으로부터 해당 소스 코드 전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omtom.com/gpl 을 방문하거나 tomtom.com/support 에서 현지 TomTom 고객 지원 팀에 

문의하세요. 요청 시 해당 소스 코드가 포함된 CD 를 발송해 드립니다. 

글꼴 

Linotype, Frutiger 및 Univers 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Linotype GmbH 의 상표이며 다른 특정 

관할지에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MHei 는 The Monotype Corporation 의 상표이며 특정 관할지에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Android, Google Earth, "Get it on Google Play" 배지 

Android, Google Earth, Google Play, Google Play 로고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TWITTER 

TWITTER, TWEET, RETWEET, Twitter 로고는 Twitter, Inc. 또는 해당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Apple, iPhone, iTunes, iPad, iPad mini, iPod touch, Mac, "Download on the App Store" 배지 

Apple, iPhone, iTunes, iPad, iPad mini, iPod touch, Mac, Apple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 Store 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Bluetooth® 

 

Bluetooth® 워드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에서 소유한 등록 상표이며 TomTom 은 사용 

허가를 받고 해당 마크를 사용합니다. 기타 상표 및 상품명은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Le nom 

et les logos Bluetooth® sont des marques déposées de Bluetooth SIG, Inc. et sont utilisés par 

TomTom sous licence. Les autres marques et noms de marque sont la propriété de leur détenteur 

respectif.  

AES 코드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Copyright (c) 1998-2008, Brian Gladman, Worcester, UK 의 

AES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라이선스 조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준수된다는 전제 하에 본 소프트웨어의 재배포 및 사용(변경 사항 존재 여하를 

막론하고)은 수수료나 로열티 지불 없이 허용됩니다. 

저작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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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코드 배포 시 상기 저작권 고지, 본 조건 목록 및 아래의 면책 사항이 포함됩니다. 

바이너리 배포 시 설명서에 상기 저작권 고지, 본 조건 목록 및 아래의 면책 사항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계된 제품을 보증하는 데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칼로리 계산 

제품에서 사용되는 칼로리 계산은 다음의 MET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Ainsworth BE, Haskell WL, Herrmann SD, Meckes N, Bassett Jr DR, Tudor-Locke C, Greer JL, 

Vezina J, Whitt-Glover MC, Leon AS. 2011 Compendium of Physical Activities: a second update of 

codes and MET value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011;43(8):1575-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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