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 여유 준 사이즈 입니다
윤곽선 깨지말고 작업 부탁드려요!

탄은 0.2g 이하, 탄속은 400ft/s 

이하로 사용하십시오.

● 제공된 전원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자동 사격을 금지합니다.●

감지 필름을 제외한 다른곳을 사격하지 마십시오.

(감지 필름을 제외한 다른곳 사격 시 탄이 반사되어 맞을 수 있습니다 .)

※ 감지 필름은 소모품 입니다.(권장 교체 주기: 약 5만 발 사용 시)

●사격전 감지 필름이 찢어졌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찢어진 상태로 사용했을 경우 모니터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교체 후 사용하십시오.)

●

Use 0.2g or less for B.B bullets and 400 ft/s 

or less for B.B bullet speeds.

● Use only the supplied power cord.● It prohibits auto-fire.●

Do not shoot products other than the detection film.
(Shots from other places besides 

the detection film may reflect the B.B bullet and hit it.)
※ Sensing film is consumable.

(Recommended replacement cycle: with approximately 50,000 shots)

●

Before shooting, check if the detection film is torn.

(Using it in a torn state can damage the monitor.)

●

WARNING ! WARNING !

WARNING !

COMPONENT
다음과 같이 구성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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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답터에 전원 케이블 연결 후,
본체 하단의 DC 단자에 

아답터의 DC 전원 잭을 연결합니다.

전원 케이블을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본체 하단의 전원을 ON 합니다.본체를 거치대에 연결하십시오.

그림을 참조하여 제품과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1

전원
 케이블

아답터

전원 케이블 아답터
12V 5A

Main unit(Monitor)
※감지 필름은 소모품입니다.

탄받이안전 날개
거치대

 사격전 제품에 탄받이를 설치 하십시오.사격전 안전 고글을  착용해주십시오.

사격전 감지 필름이 모니터와 붙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모니터와 붙어 있는 상태로 사용했을 경우 모니터에 손상이 가해 질 수 

있으므로 떼고 사용하십시오.)

●

●

총구는 항상 표적이나 전방을 향해야 하며,

총구에서부터 SMT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

사격전 제품 양옆에 안전 날개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

안전 날개를 측면의 스티커 표시에 맞추어

부착하여 주십시오.

Safety
wings

WARNING !COMPONENT
The following component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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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the power cable to the adapter and

 connect the adapter's DC power jack

 to the DC terminal of the main unit.

Connect the power cable 

to the outlet.

Turn on the power at 

the bottom of the main body.

Connect the main body to

 the cradle.

Refer to the illustration and connect the accessories and the product.

1

Power
Cable

Adapter

Power Cable Adapter
12V 5A

Main unit(Monitor)
※The sensing plate is expendable.

B.B bullet plateSafety wings
Cradle

 Before shooting, install B.B bullet plate 

on the product. 

Before shooting, 

wear safety goggles.

Before shooting, check if there is any contact

 between the detection film and the monitor.

(Using it while attached may damage the monitor)

●

●

The firearms must always be

 aimed or forward,

 and the SMT distance from the

 firearms must be maintained at least 2m.

● ●

Before shooting, attach B.B bullet splash(Safety wings) 

prevention on both sides of the product.

●

Attach it according to the sticker 

mark on the side of the safety wings.

Safety
wings



젖은 손으로 전원 케이블을 

만지지 마십시오.

● 전원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 제품을 화기, 열원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전원 코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 직사 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제품을 보관 및 설치하십시오.

●사격 중에는 총구를 뒤 또는

옆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

Do not touch the power plug 

with wet hands.

● Do not bend or pull the 

power cord with force.

● Do not place the power cord 

or product near heat sources.

●

Do not disconnect the power cord 

while the product is in use.

● Store and install the 

product out of direct sunlight.

●Do not turn your firearms 

back or sideways while shoo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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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SMT24 Digital Target Display and Stand Unit (Size: 24inch)

Android 4.4 Quad 2Ghz
2Gbyte LPDDR3 RAM 

at 933MHz 
Mali™-T628 MP6 
OpenGL 3.0

293 x 521
(mm) 

1080 x 1920 (FHD) 14G

OS CPU RAM GPU Screen Size Monitor Resolution Storage

Product information

Model name

Screen resolution

Screen size

Size (mm)

Weight (kg)

Input

Operating temperature

Humidity

SMT24

1080 x 1920 (Full HD)

293 x 521

366 x 54 x 580 mm

6.5 kg

12V 5A

10~40℃

50%

Product specifications

품질 보증기간 : 제조일로부터 1년 또는 5만 발 사용 시까지

무상 A/S 

   품질 보증기간 내에 제품 자체 성능상의 하자 및 불량 발생 시(모니터 액정 파손은 무상 A/S 불가)

유상 A/S

품질 보증기간 이후에 제품 사용상의 문제 발생 시,

단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기간 이내라도 무상 A/S 처리가 되지 않으며 소비자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본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품의 변형, 파손/훼손 된 경우

   임의 분해, 개조에 의한 변형 및 고장이 발생된 경우

   천재 지변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된 경우

  ※ 감지 필름 권장 교체 주기 : 약 5만 발 사용 시(1년)

●

●

●

●

●

제품 A/S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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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WER

Product User Guide

제품에 따라 색상 및 형상이 다를 수 있으며 규격내용은 성능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격 위치는 발사 위치와 각도 또는 화면 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실내용입니다. 적정 사용 온도는 15℃ ~ 25℃ 입니다.

GUNPOWER

Product User Guide

Colors and shapes may vary depending on the product, 

and specifications may change without notice to improve performance.

The striking position may look different depending on the firing position and angle or viewing the screen.

※ This product is for indoor use. The proper operating temperature is 15℃ to 25℃ degrees.

WARNING !

WARNIN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