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매뉴얼은 OSMO에 관한 정보와 안전 사항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정보입니다.

* 정독하고 안전한 사용을 바랍니다.

DJI OSMO 한글 매뉴얼
엑스캅터 - 드론정보 & 쇼핑

www.xcopter.com



메뉴얼 이용하기

표식

DJI GP 앱 설치

중요함

DJI GO는 iOS8.0 이상, 안드로이드 4.1.2 이상의 버전에서 지원됩니다.

XCOPTER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에서 ‘DJI GO’ 를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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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GO 앱 설치 

DJI GO 앱으로 업그레이드

마이크로 SD 카드로 업그레이드

다운로드

DJI GO 앱 연결

주요 메인 화면

제어 및 작동

작동 모드

인스파이어1 전용 젠뮤즈 X3와 호환

인텔리전트 배터리

스마트폰 장착하기

다양한 마운트 (추가 부착 장비)

짐벌 잠금장치 해제

짐벌 잠금

목차

표식

문제해결

사양

펌웨어 업그레이드하기

보관방법

DJI GO 앱

소개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오즈모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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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각 부분 명칭:

오즈모는 3축 핸드헬드 짐벌로서, 12메가픽셀(MP) 스틸샷(사진)과 4K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음성녹음이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편리하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DJI GO 앱에서는 

타임랩스, 자동파노라마, 장노출(장신간노출), 슬로우모션 등과 같은 촬영모드를 보완했습니다.

 

안정성 높은 3축시스템과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기술을 적용하여, 짐벌의 자연스러운 암(Arm) 안정성 높은 3축시스템과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기술을 적용하여, 짐벌의 자연스러운 암(Arm) 

움직임과 부드러움을 강화했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 카메라를 직접 만질 필요없이,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더 정교하게 카메라 위치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 틸트(수직)각도는 170

도까지이며, 팬(좌우회전)각도는 640도까지 회전됩니다.

핸들 옆에 있는 로젯(꽃모양 원형) 마운트로 스마트폰 홀더를 거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 

마운트나 삼각대마운트와 같은 기타 장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틸트 모터                       [9] 스마트폰 거치대              [17]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2] 마이크로USB 포트         [10] 셔터 버튼                      [18] 배터리 커버

[3] 팬 모터                           [11] 조이스틱                       [19] 손목걸이 끈 구멍

[4] 회전축 잠금장치            [12] 카메라 상태 표시등       [20] 로젯 마운트

[5] 짐벌 잠금 고리               [13] 롤 모터                         [21] 위치고정 방아쇠

[6] 시스템 상태 표시등        [14] 카메라                          [22] 외장 마이크 입력단자

[7] 전원 스위치                    [15] 환기구                          [23] 내장 마이크[7] 전원 스위치                    [15] 환기구                          [23] 내장 마이크

[8] 녹화 버튼                       [16] UV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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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0℃

최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완충하여 사용하십시오.

제공된 케이블로 충전기와 전원콘센트를 연결합니다. 이 때 충전기 LED 불빛은 녹색이 됩니다.

충전기에 배터리를 딱맞게 결속합니다. 충전 중일 때는 LED 불빛이 빨간색으로 됩니다. 

완충시간은 약 1시간 정도이며, 충전이 다 되면 LED가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

사용 전에 매뉴얼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않은 채 발생한 배터리에 

관한 잘못된 문제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배터리 레벨은 DJI GO 앱에서 표시됨.

HB01-522365

리튬폴리머(Lipo)

980mAh

10.8Wh

11.1V

15℃ ~ 40℃

인텔리전트 배터리 기능

인텔리전트 배터리

중심 온도가 15℃ 이하 혹은 40℃ 이상이면 충전을 멈춤.

합선이 감지되면 전원공급이 중단됨.

지나치게 낮은 전압 방전 시 방전을 멈춤.

지나치게 높은 전압 충전 시 충전을 멈춤.

지나치게 센 전류로 충전 시 충전을 멈춤.

충전 중에 각 셀 전압을 고르게 분배함.

980mAh 용량의 인텔리전트 배터리로 약65분(작동없이 전원만 켜져 있을 경우)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배터리 레벨 표시

배터리 충전하기

합선 보호

작동온도

충전온도

전력량

용량

유형(Type)

모델

전압

과방전 보호

과충전 보호

과전류 보호

배터리 밸런싱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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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오즈모 하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밀어서 배터리커버를 열어 줍니다. 빨간색 스위치를 누른 다음, 

배터리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당겨서 배터리를 꺼냅니다.

오즈모 하단에 있는 잠금장치를 밀어서 배터리 커버를 열어 줍니다. 배터리를 밀어놓고 배터리 

커버를 닫아서 잠급니다.

충전을 하고 있지 않은 채 충전기에 배터리를 꼽아놓으면 방전이 될 수 있으니 

충전을 안할 시에는 반드시 배터리를 충전기에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DJI정품 충전기로만 충전하십시오. 다른 충전기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판매처와 본사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12.6V, 1.2A

100~240V, 50/60Hz

SOY015A-1260120

출력

입력

표식

오즈모로부터 배터리 꺼내기

오즈모에 배터리 장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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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홀더에 있는 위, 아래 집게를 펼칩니다.

집게를 확장해서 스마트폰이 홀더에 전체적으로 딱 맞는 지 확인하여 맞춥니다.

집게 안으로 스마트폰의 한 쪽 끝을 밀어 넣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패드를 조절합니다.

원하는 위치로 스마트폰을 회전하여 맞춥니다.

스마트폰 장착(거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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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거치대(홀더) 제거하기

다양한 마운트(추가 부착 장비)

스마트폰 홀더를 잡은 채 반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스마트폰 홀더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로젯마운트 캡을 꼽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장착하기 위한 마운트

유니버셜 마운트

셀카봉 (확장로드)

트라이포트

바이크 마운트

이동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지된 화면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

셀카 촬영, 머리위 촬영, 좁은 공간으로 집어넣고 촬영하기에 용이함

마이크 혹은 플래시(전등)같은 장비들을 장착하기 위한 마운트

다양한 형태의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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