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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만의 멋진 사진을 촬영해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인스타그램에 #foldio로 태그하여 

업로드 하시면 전 세계의 Foldio 유저들과 사진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Official website : www.orangemonkie.com
US official website : us.orangemonkie.com
Facebook : www.facebook.com/orangemonkie
Instagram : @orangemonkieteam

Model Name: FOLDIO2plus
Manufacturer Name: ORANGEMONKIE KOREA, Inc.
SKU: M0700R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주의사항
 

Foldio2plus 본체는 플라스틱 시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Foldio2plus의 양쪽 날개를 비롯한 접히는 

부분을 앞뒤로 반복하여 접을 시 찢어질 수 가 있으며, 이것은 목적에 따른 사용을 벗어난 “Incorrect 

or abusive use”로 여겨져 교환 및 환불 정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경지

제품의 기본 구성품인 배경시트는 4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시트 재질은 종이로서, 

사용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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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시트와 별도로 커스터마이징 배경시트 또한 Foldio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다양한 배경시트지를 활용해 보세요.

LED스트립

모든 LED strip은 제품 출고 전에 성능 검사가 진행됩니다. 얇은 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부림이나 

충격 및 다른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환 및 환불정책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과열 방지를 위하여 주변에 환기를 충분히 제공된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을 금합

니다.

파워 아답터

220V KC 아답터가 제공됩니다.주변에 음식이나 액체, 전기제품 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기타 위험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을 금합니다.안전을 위해 본 아답터는 Foldio2 plus  제품 이외에 사용을 

금합니다.

Input: 100-240Vac 50/60Hz
Output: 19V / 38W

아답터 키트

Analog linear dimmingDimmer

Triple LED strips [0.6W / 54 LEDs], Daylight 5700K
Diffuser cover installed, Brightness control with the dimmer

Light

15” x 15” x 1” (38 x 38 x 2.5 cm)접을 시

White, Black / 15” x 30” x 0.03” (38 x 75 x 0.1 cm)배경지

15” x 15” x 15” (38 x 38 x 38 cm)조립 시

사양

     추가 옵션  :

     프론트 커버 / 헤일로바 세트 ( 오렌지몽키 스토어에서 구매 가능 / www.orangemonkie.co.kr )

프론트 커버 헤일로바 세트

Y-cable

Magnet

Attachable
surface

② 밝기조절 컨트롤러 코드를 스튜디오 본체의 상단에 있는 DC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하기 이미지와 같은 순서로 밝기조절 컨트롤러와 파워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플러그와 파워 아답터를 결합합니다.

파워 아답터

밝기조절 컨트롤러

① 폴디오 날개 부분에 있는 자석을 이용하여 스튜디오 본체를 조립합니다.

    홀더A 와 홀더B를 스튜디오 상단 및 하단에 부착하여 배경지를 고정시킵니다.

홀더 A

홀더 B
자석

사용 방법

추가 옵션

프론트 커버 헤일로바 세트

플러그

파워 아답터

밝기 조절

컨트롤러

탑 커버

홀더 A

홀더 B

배경지

( 화이트, 블랙 )

폴디오 본체

KR plug

구성품

안녕하세요. 오렌지몽키팀입니다.

폴디오2플러스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해주세요.

* 탑커버를 분리하면 상단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