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dio360에 대하여

Foldio360 스마트 턴테이블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oldio360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360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스마트 턴테이블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함께 사용하면 쉽게 360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Foldio360을 이용해 기존에 느껴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인터렉티브 이미지를 즐겨보세요!

사용 방법

제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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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테이블 하단에 있는 전원 소켓에 제공된 DC아답터를 연결합니다.
360이미지 촬영을 할 경우, 디스플레이 모드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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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인디케이터 & IR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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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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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 EDG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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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원 입력 소켓

5

MODE 스위치 / 디스플레이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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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White Plastic

크기

250mm x 250mm x 45mm ( 10” x 10” x 1.7” )

내장 조명

15chips / 45cells / Daylight 5700k / White

최대 허용 무게

최대 5kg까지 허용

통신 지원

스마트폰 : Bluetooth 4.0 이상 & LE 지원 요구됨
DSLR : 적외선 리모트 모드 요구됨

입력 전원

AC 100~240V 50/60Hz 0.35A Max

출력 전원

DC 12V / 1.2A

어플리케이션

Foldio360 app ( iOS / Android )

동작 온도

0°C ~ + 40°C (일반적으로 25°C)

System requirements

전시 모드

‘Foldio360’ 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턴테이블을 블루투스로 연결합니다. ‘Foldio360’은 앱스토어(ios)
혹은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접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앱이나 웹상의 help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http://spinzam.com/helpcenter

DC IN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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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DC IN

· Bluetooth 4.0 이상 & LE 지원 가능한 스마트폰
· iOS 7.1 이상
· iPhone 5 이상(5, 5S, 5C, 6, 6+, 6S, 6S+)
· 안드로이드 버젼 5.0.0 이상
· 적외선 리모트 모드가 가능한 DSLR

블루투스(Bluetooth) 연결
Foldio360 스마트 턴테이블은 BLE 통신을 지원합니다. 본 기술은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별도의
페어링 작업 없이 Foldio360 앱을 실행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ODE

1. Foldio360 턴테이블 전원 ON
2.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활성화
3. Foldio360 app 실행
4. “Select device”에서 Foldio360 선택
5. 블루투스 연결 완료

디스플레이모드에서는 턴테이블이 시계반대방향으로 계속 회전합니다.
디스플레이모드시 HALO EDGE™ 라이트와 블루투스 연결은 비활성화 됩니다.
디스플레이모드 진입 방법
On : 턴테이블 하단의 MODE 버튼을 LED가 깜빡일 때 까지 2초간 누르십시오.
Oﬀ : 턴테이블 하단의 MODE 버튼을 LED가 깜빡일 때 까지 2초간 누르십시오.
본 디스플레이 모드에서는 기타 기능이 비활성화 됩니다. 360이미지 촬영모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종료한 후,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하십시오.

본 설명서에서 기재된 내용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하기 도움말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http://spinzam.com/helpcenter/KR/
턴테이블에 물체를 올려 놓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촬영방법은 홈페이지의 help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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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자동촬영 시스템 : foldio360은 블루투스와 적외선 통신 리모콘 기능을 이용하여 360 이미지를 자동으로
촬영합니다.
- HALO EDGE™ : 오렌지몽키 만의 독자적인 HALO EDGE 라이트 기술은 360 이미지 촬영시 턴테이블
앱내의 Foldio360 선택

외각 테두리를 감소시킵니다.
- BLE : 블루투스 4.0의 저전력 연결을 지원하는 스마트폰과 사용가능합니다. BLE를 지원하지 않는 스마트폰과
턴테이블은 연결이 불가능 합니다.
- IR : 적외선 리모콘 기능이 턴테이블에는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턴테이블은 적외선 리모콘 기능을
지원하는 DSLR 카메라와 자동 촬영이 가능합니다.

foldio360은 적외선 통신을 통해 DSLR 카메라로 360 이미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촬영한 이미지는
오렌지몽키에서 제공하는 spinzam.com 웹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추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60이미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DSLR 카메라는 반드시 적외선 리모컨 모드가 호환되는 기종이어야 Foldio360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DSLR 카메라 제조사의 메뉴얼을 참고하십시오.

연결 완료 (Connected)

Foldio360 어플리케이션 (iOS / Android)

주의사항

FCC 준수 성명

블루투스 통신

이 기기는 FCC규제의 Part15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을 따릅니다.

본 통신은 10미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1) 이 기기는 해로운 전파방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장애물이나, 위치, 환경 등에 따라 최대 통신 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2) 이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전파방해를 포함한 어떠한 전파방해도 수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 통신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과 블루투스 통신 기기 사이에 생물체가 있을 경우. 본 경우 블루투스 장치를 안테나를 향해 재 배치하면 개선됩니다.

참고 : 이 기기는 Class B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테스트를 거쳤고 FCC규제의 Part15에 적합하다는 것을

– 제품과 블루투스 통신 기기 사이에 금속이나 벽 등의 장애물이 있을 경우.

검증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설치에서 해로운 전파방해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블루투스 기기와 WiFi (IEEE802.11b/g/n)는 같은 주파수 2.4 GHz 를 사용하므로, 2.4 GHz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장치 (Wi-Fi 기기,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사하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통신에서 유해한 간섭을

무선 전화기, 전자레인지 등)가 주변에 있을 경우 통신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조치하십시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설치에서는 전파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본 장비를 켜거나 끌 대

Wi-Fi 장치로부터 10 미터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십시오.Wi-Fi 장치로부터 10 미터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경우, Wi-Fi 장치를 끄십시오.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해로운 전파방해를 일으키는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수행하여 전파방해를 해결하십시오.

제품과 블루투스 기기를 가능한 한 가까이 위치하십시오.
블루투스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자 의료 장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재설치합니다.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본 제품과 다른 블루투스 기기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을 경우 전원을 끄십시오. (인화성 가스가 있는 경우,

- 장비와 사신기 사이의 간격을 늘립니다.

병원, 주유소 - 주변에 자동문이나 화재경보기가 있는 경우.)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전파 상태 및 위치에 따라 블루투스 기능이 스마트폰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판매업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합니다.

비행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제품을 비행기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블루투스 기기 사용 시 방침에 따른 보안 성능을

Foldio360 스마트 턴테이블은 전용 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Foldio360 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하십시오.

지니고 있지만, 설정에 따라 보안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사용할 때 보안 취약점에 주의 하십시오.

중요사항: 오렌지몽키코리아(주)가 승인하지 않은 제품 변경 또는 개조에 대해서는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및 무선

블루투스 기기 사용 중 정보 노출에 대한 책임은 본 제조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블루투스 기기와의 연결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준수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효화됩니다. 준수 사항을 따르는 주변 기기와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에

블루투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는 Bluetooth SIG 에서 인정하는 블루투스 기준에 상응해야 합니다.

차폐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조건 하에 이 제품에 대한 EMC 준수가 검증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 제품과 발생할 수

블루투스 기기가 상기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기기 특성 및 구조에 따라 원할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있는 간섭을 줄이기 위해 준수 사항을 따르는 주변 기기 및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에 차폐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투스 기기에 따라 본 제품과의 통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Foldio360 앱은 기본적으로 다음 4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고

1. 스마트폰 모드(Smartphone) : 스마트폰으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모드입니다. 이미지 촬영 후,
조합하여 하나의 360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2. DSLR 모드 : DSLR 카메라를 사용하여 여러 장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 스마트폰은
리모컨 역할을 합니다.
3. 비디오 모드(Video) : 스마트폰으로 360도 비디오 촬영을 하는 모드입니다. 프레임이 끊어지지않고 연속해서
돌아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4. 턴테이블 컨트롤 모드(Turntable Control) : 촬영과 관계 없이 스마트폰으로 턴테이블을 제어하는 모드입니다.
제품 전시용 또는 DSLR을 이용한 비디오촬영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http://spinzam.com/helpcenter/KR/에서 확인해주세요.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장 시간 지속적인 사용을 금합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커넥터를 무리하게 삽입하지 마십시오.
낙하시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최대 허용 용량(5Kg) 초과하는 물체를 본 제품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물체를 회전판의 중심에 올려놓지 않고 회전시 디바이스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전판에서 피사체를
제거한 뒤 케이블을 뽑고 보관하십시오. 장시간 무거운 물체를 회전판 위에 올려놓을 경우 변형으로 인한 회전 시 소음, 뒤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회전판을 위에서 누를 경우 변형으로 인한 회전 시 소음, 뒤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판을 손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청소할 시,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은 방수가 되지 않으니, 액체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젖은 피사체를 본 제품 위에 올려서 촬영할 경우,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주의 사항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 및 문의 사항은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안전 수칙
이 제품을 먹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에 넣지 마십시오. 어린이 손에 닿게 하지 마십시오.

스핀잼 (Spinzam.com)

KC 자격 증명

본 제품은 오렌지몽키코리아(주)에서 제공한 아답터만 사용하십시오. 오렌지몽키코리아(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 시, A/S 가

젖은 손으로 본 제품을 다루지 마십시오.본 제품을 물, 알코올, 벤젠 및 다른 화학 물질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불이나 인화성이 높은 물체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뜨겁거나 인화성이 높은 물체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습기가 있거나, 눈 비가 닿는 곳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하면서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용을 멈추십시오.

대한민국 규정 및 준수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B급 기기(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 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칭 : SMART TURNTABLE
모델명 : M1000R
인증번호 : MSIP-CMM-OM3-M1000R
인증자상호/제조자: 오렌지몽키코리아(주)
제조년월:2016

문제 해결
일반적인 문제의 경우 전원 케이블을 분리후 재 결합하면 상당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장 먼저 위 방법을 진행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조건에 따라 턴테이블 회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턴테이블과 스마트폰이 접속 되지 않을 경우 턴테이블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 후 다시 결합 하시고, 스마트폰의 블루투스가

제조국 : 대한민국

© 2016 Orangemonkie lnc. All rights reserved.
Foldio360 - A smart turntable to create 360° images.
Designed by Orangemonkie in California and Seoul. Made in Korea. Model No. M1000R.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을 경우 물체가 회전판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턴테이블이 회전하지 않거나, HALO EDGE™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 블루투스 접속을 확인하십시오.
DSLR모드가 정상 동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카메라가 IR remote를 지원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카메라 렌즈와 턴테이블의
Indicator를 일직선으로 맞추십시오.

품질보증

Foldio360은 누구나 쉽게 360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멋진 360이미지를 촬영하여 공유해 보세요.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오렌지몽키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s
The Orangemonkie team

본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구매 날짜로부터 1년 입니다. 구매 영수증을 지참하여 판매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본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렌지몽키코리아(주)의 제품 A/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1년 품질 보증기간 동안 제품의 교환/ 불량파트 교체/ 오렌지몽키코리아(주) 측 또는 고객 측에서의 수리 등에 대한 내용은

SPINZAM은 360이미지 생성 및 공유를 할 수 있는 360이미지 플랫폼입니다.
Foldio360을 이용하여 각 기기에서 촬영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SPINZAM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artphone : Foldio360 앱 내 갤러리에서 360이미지를 SPINZAM으로 업로드하여 공유
DSLR camera : 이미지 원본을 SPINZAM에 업로드하여 360이미지 생성 후 공유
SPINZAM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Facebook, Instagram 등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공유(스마트폰에서도 가능)
· 블로그 및 카페에서 360이미지를 포함하는 컨텐츠 생산
· 온라인 스토어에서 360° 돌아가는 제품 판매 이미지 삽입
www.spinzam.com 을 방문하여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360이미지를 공유해보세요.

오렌지몽키코리아(주)에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교환/교체품에 대한 선택은 오렌지몽키코리아(주)에서 주관하며, 새로 생산되거나 재생산된 파트 또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품질 보증은 본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되며,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 유효기간 만료, 사용 중 자연적으로 생기는
제품 외관 상태 변화, 사용자 부주의 및 사고로 인한 손상 및 파괴, 부식, 자체 수리, 본 용도 이외의 사용,
부적절한 보관(액체 및 뜨거운 곳에 노출 포함).

미국 공식 홈페이지 www.orangemonkie.com
한국 공식 홈페이지 www.orangemonkie.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orangemonkie
인스타그램 @orangemonki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