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짐벌

SG3 Nano
사용 설명서
이 제품은 3축 짐벌을 탑재한 스마트폰 전용 제품입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지하려면 사용 설명서에 수록된 내용을 읽고 숙지하세요.

사용하기 전에
제품에 대하여
SG3 Nano는 3축 짐벌을 탑재한 스마트폰 전용 제품입니다. 가로 및 세로 촬영 모드를 지원하며, 제품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앱을 통해 오브젝트 트래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제품으로 보관이 용이합니다.

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제조사의 서비스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내용은 SG3 Nano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술적 오류 및 편집상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이 사용 설명서의 모든 내용과 소프트웨어 및 지도에 대한 모든 권리는 팅크웨어㈜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사용 설명서, 소프트웨어 또는 지도를 팅크웨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수정 및 제작,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등록상표
로고는 팅크웨어㈜의 등록상표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 사용된 기타 제품 및 서비스는 해당 소유권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KC 인증 정보
• 모델명: SG3 Nano
• 기자재 명칭: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무선기기)
• 판매원: 팅크웨어㈜
• 제조사/제조국가: Guilin Feiyu Technology Incorporated Company/중국
• 인증번호: R-R-TWI-IABC-F20J1
• A/S 연락처: (국번없이)157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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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다음 주의 사항을 반드시 읽고 지시에 따라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사용 설명서에 표기된 기호
"경고" 기호 - 주의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표시합니다.

"주의" 기호 - 주의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표시합니다.

"참고" 기호 -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
• 가연성 가스나 액체가 있는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인화 및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C 이하 또는 50°C 이상의 환경 및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 고장이나 폭발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제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이 파손되면 어린이나 애완동물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제품 내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 내부의 전자 부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제품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제품의 수리를
의뢰하세요. 임의로 제품을 분해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제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버튼을 무리하게 누르거나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버튼을 너무 세게 누르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청소할 때는 화학 물질 또는 세제를 사용하지 마세요.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제품을 닦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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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알아보기
1.1 구성품 확인하기
제품의 상자를 열고 아래의 구성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짐벌(본체)

C타입 USB 케이블

휴대용 파우치

간단 설명서

트라이포드

기본 구성품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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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알아보기

1.2 각 부분의 명칭과 역할
1.2.1 짐벌(본체) 앞면

스마트폰 홀더

틸트 축 클램프

팬 축 클램프
조이스틱

상태 표시등
동영상 촬영 버튼

줌 버튼

사진 촬영 버튼
기능 버튼

나사 홀
(0.63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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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알아보기

1.2.2 짐벌(본체) 뒷면

크로스 암

틸트 축

롤축

롤 축 클램프

버티컬 암

폴딩 노브
팬 축 클램프
팬축
전원 버튼

트리거 버튼

C타입
USB 포트

핸들 (내장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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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사용하기
다음 설명에 따라 제품 사용을 준비하세요.
• 제품의 전원을 켜기 전에 3축 클램프를 잠금 해제하세요.
• 제품을 처음 사용한다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다음 제품의 전원을 켜세요.
• 스마트폰을 장착하려면 제품을 가로로 놓으세요.
• 배터리 전원이 너무 낮아 즉시 충전이 필요한 경우, 빨간색 상태 표시등이 5초마다 세 번 깜박입니다.
•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품의 전원을 끄세요.

2.1 제품 펼치기
아래의 단계에 따라 제품을 펼치세요.

1

4

제품을 접으려면 위의 순서를 반대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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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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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

2.2 제품 충전하기
제품과 USB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제품이 충전 중인 경우,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제품이 완전히 충전되면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USB

충전 중

충전 완료

2.3 스마트폰 장착하기
스마트폰 홀더를 위아래로 당겨 스마트폰 중앙에 홀더가 오도록 스마트폰을 홀더 위에 위치시키세요. 스마트폰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쳐있다면, 롤 암을 잡고 지면과 평행을 이룰 때까지 스마트폰을 반대쪽으로 조금씩
이동하세요.
스마트폰을 장착하기 전,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거하세요. 스마트폰 케이스로 인해 스마트폰이 제품에 올바르게 장착되지
않으면 제품 또는 스마트폰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위로 오도록 유지

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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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하기

2.4 제품 전원 켜고 끄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고 신호음이 들리면 전원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 제품의 전원을 켜기 전에 3축 클램프를 잠금 해제하세요.
USB

• 반드시 제품에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장착한 후에 제품의 전원을 켜세요.
• 제품 사용 중 핸들을 제외한 스마트폰 홀더, 버티컬 암 부분을 수동으로 조작할
경우, 모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5 낮은 각도 촬영하기
제품을 잡고 핸들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려 제품을 뒤집으세요. 제품을 뒤집어서 잡으면 낮은 각도 촬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을 뒤집은 후 트리거 버튼을 두 번 눌러 제품을 다시 중앙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10

3. 기능 및 버튼 사용하기
다음 설명에 따라 제품의 각 기능을 사용하세요.

3.1 기능 및 모드 살펴보기
팬 모드
롤 및 틸트 방향은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손의 좌우 움직임에 따라
스마트폰이 움직입니다.

잠금 모드
팬, 롤, 틸트 방향이 한 방향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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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버튼 사용하기

팔로우 모드
롤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며, 사용자 손의 상하좌우 움직임에 따라 스마트폰이
움직입니다.

올 팔로우 모드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사용자의 손에 따라 움직입니다.

수동 잠금
틸트 축을 한쪽으로 밀어서 촬영하세요.

낮은 각도 촬영
가로 또는 세로 촬영을 지원합니다.

초기화
제품을 초기화하면 패닝 모드로 재설정되며 3축이 기본 위치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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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버튼 사용하기

3.2 버튼 살펴보기
전원 버튼
길게 누르기: 전원 켜기/끄기

USB

짧게 한번 누르기: 바
 로가기 메뉴 실행/종료*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 연결 필요)
짧게 두 번 누르기: 사진/동영상 전환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 연결 필요)

기능 버튼
짧게 한번 누르기: 기본 모드/바로가기 모드 전환*
짧게 두 번 누르기: 가로/세로 모드 전환
짧게 세 번 누르기: 대기 모드 실행/종료
짧게 다섯 번 누르기: 제품 초기화 (짧게 한번 눌러서 다시 전원 켜기)

*바로가기 메뉴
사진
동영상
기본 모드

팔로우 모드

M 버튼 바로가기 모드

올 팔로우 모드
Inception mode

•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 바로가기 메뉴를 실행하거나 종료하세요. 동영상, 사진,
파노라마, 타임랩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기본으로 실행하는 모드와 바로가기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드 및 바로가기 모드는 동일한 모드로 설정 불가능)
• 전원 켜기 기본 모드의 초기 설정은 팔로우 모드, 바로가기 모드는 팬 모드이며, 기능
버튼을 짧게 눌러 두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버튼
짧게 한번 누르기: 사진 촬영(블루투스 연결 필요)
길게 누르기: 연속 촬영(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 연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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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버튼 사용하기

동영상 촬영 버튼
짧게 한번 누르기: 동영상 촬영 시작/종료(블루투스 연결 필요)

조이스틱
정상 작동 상태일 때 상하좌우로 움직여 제품의 방향 조정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 바로가기 메뉴 페이지에서 제품 사용 환경 설정

트리거 버튼
길게 누르기: 잠금 모드(버튼을 놓으면 잠금 모드 해제)
짧게 두 번 누르기: 짐벌 재정렬
짧게 세 번 누르기: 전방/후방 카메라 전환*
짧게 한번 누른 후 길게 누르기: 패스트 팔로우 모드(종료하려면 버튼 놓기)

줌 버튼
상하로 밀어서 포커스 맞춤
T 쪽으로 밀어서 줌 인(먼 포커스)
W쪽으로 밀어서 줌 아웃(가까운 포커스)

버튼 조합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리고 전원 버튼을 짧게 두 번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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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버튼 사용하기

3.3 가로/세로 촬영 전환하기
기능 버튼을 짧게 두 번 누르거나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 홀더를 수동으로 돌려 가로 및 세로 모드를 전환하세요.

가로 모드에서는 스마트폰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지 말고, 세로 모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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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버튼 사용하기

3.4 상태 표시등 살펴보기
다음 상태 표시등 표를 참고하여 제품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세요.
모드/동작 설명

상태 표시등

패닝 모드

파란색 등 한번 깜박임

잠금 모드/초기화

파란색 등 점등

팔로우 모드

파란색 등 두 번 깜박임

올 팔로우 모드/초기화 완료

파란색 등 세 번 깜박임

제품 고장/초기화 실패

파란색 등 깜박임

제품 전원 켜짐

초록색 등에서 파란색 등으로 전환

제품 전원 꺼짐

빨간색 등 점멸 후 꺼짐

배터리 부족

빨간색 등 세 번 깜박임

3.5 제품 초기화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제품을 초기화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을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장착한 스마트폰이 수평이 아닌 경우
• 오랫동안 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품 사용 환경의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

1

기능 버튼을 다섯 번 누르세요. 모터가 작동을 멈추고 상태 표시등이
파란색으로 점등됩니다.

2 제품을 평평한 곳에 놓으세요. 제품은 움직임이 없는 것을 감지하면 몇 초 후 자동으로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파란색 표시등이 세 번 깜박입니다.

3 초기화가 완료되면 기능 버튼을 눌러 제품을 다시 켜세요.
초기화에 실패하면 기능 버튼을 눌러 제품을 다시 켠 다음, 초기화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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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 사용하기
다음 지시에 따라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을 통해 제품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촬영 기능을 사용하세요.

4.1 앱 다운로드 및 연결하기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은 Android 6.0, iOS 9.0 이상의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품의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에서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을 실행한 다음, 화면의 안내에 따라 제품과
스마트폰을 연결하세요.
•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블루투스 이름은 TW SG3 Nano로 시작합니다.
• 블루투스를 찾을 수 없다면 홈 화면에서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을 종료한 다음 연결을 시도하세요.

4.2 앱 화면 살펴보기
다음은 앱의 화면 구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얼굴/사물 인식
뒤로가기

촬영 화면

짐벌 정보

앨범

설정 화면

설정 - 고급 설정

업그레이드
튜토리얼

TW_SG3_Nano_XX

초기화
가상 조이스틱

카메라 설정

사진/동영상
촬영 전환
촬영 버튼
사진 촬영 모드 선택

전/후방 카메라 전환

인셉션 모드

팔로우 모드

팬 모드

올 팔로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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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기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을 통해 제품 펌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있습니다. 다음 지시에 따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세요.

1 아이나비 스마트폰 짐벌 앱을 실행한 다음, 설정 화면에서

을 누르세요.

2 진행할 업그레이드 유형을 선택하세요.
업그레이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보드 펌웨어 업데이트: 복구/업데이트 또는 새로 추가된 버튼/터치스크린/상호 작용 기능, Wi-Fi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호환성 카메라 업데이트, Wi-Fi를 통한 카메라 제어 관련 버그 수정 등
• Bluetooth 펌웨어 업데이트: 복구/업데이트 또는 새로 추가된 Bluetooth 기능 추가, 카메라 호환성 업데이트 등

3 화면의 안내에 따라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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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사양
다음 표를 참고하여 제품의 사양을 확인하세요.
항목
모델명

사양

비고

SG3 Nano

94 mm

111 mm
크기

247.7 mm

146.3 mm

무게

272g

틸트 범위

165°

롤 범위

323°

팬 범위

330°

최대 동작 시간

9시간(사용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유효 탑재량

250g

밸런스 맞춘 후

호환되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및 아이폰

41~89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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