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ldio1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Foldio

스튜디오 본체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체의 양쪽 날개를 비롯한 

접히는 부분을 앞뒤로 반복하여 접을 시 찢어질 수가 있으며, 제품 파손 및 훼손 시 

교환 및 환불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ackdrop

제품의 기본 구성품인 배경지는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경지 재질은 

종이로서, 사용환경에 따라 구겨지거나 손톱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닿으면 자국이나 

흠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찢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품 

수령 후,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비자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기본 배경지와 별도로 다양한 재질을 활용하여 커스터마이징 배경지를 만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LED strips

모든 LED strips 은 제품 출고 전에 성능 검사가 진행됩니다. 얇은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부림이나 충격 및 목적을 벗어난 부적절한 사용은 제품을 손상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환 및 환불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열 방지를 

위하여 주변에 환기가 충분히 제공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을 

금합니다. USB 전원 아답터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Foldio app
제품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Foldio app 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Foldio app을 

통하여 밝기 및 색온도를 더욱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Chroma key 기능을 

통하여 초록색, 파란색, 핑크색 배경지에서 다양한 배경화면을 삽입하여 특색있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iOS 버전만 있으며, 앱스토어에서 ‘foldio’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ize         : 26 x 26 x 26 cm 
                 (사용 시)
· Light      : 2 x LED Strip(9 LEDs each)
· Cable    : 2 x USB Cable(1m)
                        d

· Folded : 26 x 26 x 1.5 cm
                 (보관 시 )
· Power   : 5V // 1A

구성품

사용방법

사양

LED 부착 부분에 Dual 
LED 조명을 설치합니다.

스튜디오 본체를 조립합니다.

*USB 아답터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배경지를 스튜디오 내부에 
설치합니다.

Designed by Orangemonkie Inc. All rights reserved. Made in Korea. http://www.orangemonkie.com

스튜디오 본체LED 부착 부분 Dual LED 조명

& USB 케이블
컬러 배경지

(흰색 검정 회색 초록)

USB 케이블을 Dual LED 
조명에 연결한 후, 전원을 
공급합니다.

사용 후, 스튜디오를 
접어서 보관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