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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각 부의 명칭

REMOVU K1은 3축 짐벌이 통합된 4K 카메라입니다.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사용하기 쉽고 경제적입니다. K1은 자체  
개발된 F2.8 광각 렌즈가 사용되었으며, 선명한 12MP 스틸 사진과 최대 4K의 흔들림 없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K1에 장착되어 있는 1.5"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카메라가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촬영한  
비디오 및 사진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K1의 강력한 스마트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4시간 연속촬영을 제공합니다.

1.5" LCD 디스플레이

카메라

비디오 촬영 버튼

메뉴 버튼

카메라 상태 LED
방향키

배터리 상태 LED

3.5mm 마이크 입력

Micro SD 카드 슬롯
사진 촬영 버튼
시스템 상태 LED

배터리 탈착 버튼

배터리 탈착 버튼

좌우 회전축 잠금장치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

카메라 상태 LED
스피커

롤 회전 모터

트리거

전원 스위치

내장 마이크

상하 회전 모터

좌우 회전 모터

Micro USB 충전 단자
손목 스트랩 고리

1/4" 나사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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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 충전 중 LED 상태 끄기: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을 3초 동안 누릅니다.

- 충전 중 LED 상태 켜기: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충전 중 
충전 완료

⚠ 처음 사용하기 전에 스마트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여 사용하십시오.

5V/2A 어댑터에 제공된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K1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까지 약 150분이 걸립니다. 상태 LED의 깜박임 패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배터리 상태 LED 표시 설명" 섹션을 참조하세요.

충전시간: 150분 (5V/2A 어댑터 사용 시)

LED 첫 번째 칸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 10%

LED 첫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10% ~ 20%

LED 두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20% ~ 40%

LED 세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40% ~ 70%

LED 네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70% ~ 99%

LED 꺼짐 충전 완료

배터리 충전

배터리 상태 LED 표시 설명



5

시작하기

배터리 양쪽에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당겨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K1 본체 밑면에 배터리를 딸깍 소리가 나도록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배터리 하단의 잔량 확인 버튼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첫 번째 칸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10%

LED 첫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10% ~ 20%

LED 두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20% ~ 40%

LED 세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40% ~ 70%

LED 네 번째 칸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70% ~ 99%

배터리 분리 배터리 삽입

배터리 잔량 확인

배터리 삽입 / 분리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

-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매뉴얼과 스마트 배터리 안전 가이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및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배터리 충전 시 5V/2A 어댑터 사용을 권장합니다.

유형 리튬 이온

용량 2,850mAh

에너지 10.4Wh

전압 3.65V

배터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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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롤 회전 모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부드럽게 돌립니다.

1. K1 오른쪽에 있는 메모리 카드 커버를 열어줍니다.

2.  그림과 같이 메모리 카드의 방향에 주의하여 딸깍 소리가 나며 고정될 
때까지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때 삽입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메모리 
카드를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면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커버를 열고 메모리 카드를 살짝 눌러주면 카드가 나옵니다.

⚠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동작 시 모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좌우 회전축 잠금장치를 아래로 밀어 잠금을 해제합니다.

짐벌 잠금 해제

Micro SD 카드(별매) 삽입

Micro SD 카드(별매) 제거

알아두기:  다음과 같은 사양을 충족하는 SD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 Micro SDHC 또는 Micro SDXC 
• UHS-I U3 등급 
권장 Micro SD 카드 목록을 확인하려면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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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K1을 켜거나 끄려면 전원 스위치를 아래로 당겨줍니다.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면 당긴 전원 스위치를 놓아줍니다.

전원 켜기 / 끄기

K1 앱 설치

K1 앱 연결 방법

애플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REMOVU"를 검색하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1. K1의 전원을 켭니다.

2. K1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6. 앱을 실행하고 활성화된 '연결' 버튼을 눌러 연결합니다.

5.  휴대폰의 Wi-Fi를 활성화시키고, K1 카메라와 연결합니다. 
(기본 비밀번호: 12345678)

3. 'Camera Settings > Wi-Fi'를 선택합니다.

4. Wi-Fi를 활성화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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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및 조작

빠른 카메라 설정을 위한 키 조합

카메라 전면부의 버튼과 방향키 그리고 트리거 버튼을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설정 또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1 전원 스위치 전원 켜기/끄기

2 비디오 촬영 버튼 비디오 녹화/종료 메뉴 선택

3 사진 촬영 버튼 사진 시작/종료 메뉴 하이라이트 이동

4 방향키 짐벌 상하좌우 이동 메뉴 하이라이트 이동

5 메뉴 버튼 메뉴 진입 메뉴로 이동

6 트리거 버튼

 짐벌 모드 변경 
- 트리거를 짧게 한 번 눌러 팬/팔로우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트리거를 빠르게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가운데로 정렬됩니다. 
- 트리거를 빠르게 세 번 누르면 셀피/프론트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선택

트리거 + 비디오 촬영 버튼 비디오 모드 변경 (비디오/슬로 모션/타임랩스 비디오)

트리거 + 사진 촬영 버튼 사진 모드 변경 (단일/연속/타임랩스 사진)

트리거 + 방향키 (우) 비디오 또는 사진의 상/하 방향 변경

트리거 + 방향키 (상) 디지털 줌 인

트리거 + 방향키 (하) 디지털 줌 아웃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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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LED 표시 설명

카메라 상태 LED 시스템 상태 LED

카메라 상태 LED 설명

○ LED 꺼짐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빨간색 느리게 깜박임 비디오 촬영 중입니다.

● ×3 빨간색 세 번 깜박임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 빨간색 한 번 깜박임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 ‧ ‥ ‧ 촬영 시마다 빨간색 깜박임 연속 사진 촬영 상태입니다.

●‧‧‧ ● ×5 빨간색이 느리게 깜박이다가 빠르게
5회 깜박입니다.

빨간색 느리게 깜빡임: 타이머가 작동 중입니다.
빨간색 빠르게 5회 깜박임: 5회의 깜빡임 이후 촬영이 시작됩니다.

● ― 빨간색 유지 카메라 오류, 카메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스템 상태 LED 설명

● ― 녹색 유지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 파란색 유지 Wi-Fi가 켜져 있습니다.

● ●‧‧‧‧ 녹색 파란색 교대로 깜박임 카메라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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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디스플레이

카메라 디스플레이 주요 아이콘 설명

짐벌 모드

나이트 모드 상태 (켜짐/꺼짐)

비디오 설정

배터리 잔량

타이머 상태

사진 설정

Wi-Fi 상태 (켜짐/꺼짐)

Low Light 모드 상태 (켜짐/꺼짐)

사진 모드

Tuning 상태 (켜짐/꺼짐)

비디오 모드

촬영 상태 (녹화 진행 시간 및 촬영 가능 시간)

1

1

디스플레이 설명

00:00:10 | 02:00:00 녹화 진행 시간 | 촬영 가능 시간

01 사진 촬영 수량

NO CARD SD 카드 없음

SD FULL SD 카드 꽉 참

SD ERROR SD 카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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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4

5 6

디스플레이 설명

Wi-Fi 켜짐

Tuning 켜짐

나이트 모드 (사진) 켜짐

Low Light 모드 (비디오) 켜짐

타이머 켜짐

디스플레이 설명

비디오

슬로 모션 비디오

타임랩스 비디오

디스플레이 설명

사진

연속 사진

타임랩스 사진

디스플레이 설명

짐벌 팬 모드

짐벌 팔로우 모드

디스플레이 설명

배터리 잔량

충전 중 배터리 잔량

카메라 디스플레이 주요 아이콘 설명

3

2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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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벌 모드

짐벌 위치 빠르게 설정

틸트와 롤은 따라오지 않고 팬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롤은 따라오지 않고 팬과 틸트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팬 모드 팔로우 모드

Tilt axis Tilt axis

Pan axis Pan axis

알아두기: 중앙 복귀 및 셀피/프론트 모드와 같은 기능은 팬 및 팔로우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짐벌을 직접 손으로 움직여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동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 후 0.5초에서 1초 동안 유지합니다. 
⚠ 너무 오랫동안 강제로 고정하는 경우 짐벌이 안전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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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Angle 설정

1. 카메라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트리거를 빠르게 세 번 눌러 셀피 모드로 변경합니다.

2.  카메라를 아래로 내리고 트리거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눌러 가운데로 정렬하거나 방향키로 움직여 원하는 앵글로 맞추도록 
합니다.

3. 트리거 버튼 + 방향키 우측 조합 키를 사용하여 촬영되는 화면의 상/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
트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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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Menu 버튼을 누르면 메뉴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방향키를 움직이거나 사진촬영 버튼을 눌러 메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촬영 버튼을 눌러 하이라이트 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enu 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 또는 촬영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명

비디오 설정

사진 설정

고급 설정

재생 리스트

카메라 설정

짐벌 설정

비디오 설정

비디오, 슬로 모션, 타임랩스 비디오와 관련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모드: 비디오, 슬로 모션, 타임랩스 비디오 세 가지의 촬영 모드를 변경합니다.

• 해상도: 비디오의 해상도와 프레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Low Light:  자동 저조도는 빛이 별로 없는 어두운 환경이나 어두운 곳을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FPS를 변경하여 영상을 저장합니다. 이 설정의 옵션은 켜짐(기본) 및 꺼짐입니다. 자동 저조도 기능은 
초당 프레임 수가 30FPS 이상일 때 이용 가능합니다.

• 모션 설정: 2개의 카메라 위치를 선택하여 움직이는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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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 모션 해상도 및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비디오 해상도 및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해상도 / 프레임(RES) 비디오 크기 Low Light 모션 설정 비디오 촬영 중 캡처

4K / 30FPS 3840×2160 (16:9) - ○ -

WQHD / 60FPS 2560×1440 (16:9) ○ ○ -

WQHD / 30FPS 2560×1440 (16:9) - ○ 3840×2160

1440P / 60FPS 1920×1440 (4:3) ○ ○ 1984×1488

1440P / 30FPS 1920×1440 (4:3) - ○ 4000×3000

1080P / 120FPS 1920×1080 (16:9) ○ ○ -

1080P / 60FPS 1920×1080 (16:9) ○ ○ 3360×1890

1080P / 30FPS 1920×1080 (16:9) - ○ 3840×2160

960P / 120FPS 1280×960 (4:3) ○ ○ -

960P / 60FPS 1280×960 (4:3) ○ ○ 1984×1488

720P / 240FPS 1280×720 (16:9) ○ ○ -

720P / 120FPS 1280×720 (16:9) ○ ○ -

720P / 60FPS 1280×720 (16:9) ○ ○ 3360×1890

720P / 30FPS 1280×720 (16:9) - ○ 3840×2160

해상도 / 프레임(RES) 비디오 크기 Low Light 모션 설정 비디오 촬영 중 캡처

1080P / 120FPS 1920×1080 (16:9) - ○ -

960P / 120FPS 1280×960 (4:3) - ○ -

720P / 240FPS 1280×720 (16:9) - ○ -

720P / 120FPS 1280×720 (16:9) - ○ -

타임랩스 비디오 해상도 및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해상도 / 프레임(RES) 간격 Low Light 모션 설정 비디오 촬영 중 캡처

4K
0.5, 1, 2, 5, 10, 30, 

60 sec

- ○ -

WQHD - ○ -

1080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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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비디오 / 사진 촬영

1. 비디오 또는 사진 설정에서 '모션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방향키를 좌/우로 움직여 하이라이트 구간을 변경합니다. 
방향키 상/하로 움직여 촬영 시간을 설정합니다. 
비디오 촬영 버튼을 눌러 녹화를 시작합니다.

4.  포인트 A와 B를 선택한 후 비디오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가 A 지점으로 이동하여 촬영을 시작합니다. 설정한 시간에 
따라 카메라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5. 카메라 위치가 B 지점에 도달하면 비디오 촬영이 종료됩니다.

3.  방향키를 사용하여 카메라를 움직이고 트리거 버튼을 눌러 A 지점을 설정합니다. B 지점은 설정 지점 A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Duration: 모션으로 촬영할 시간을 나타냅니다.

Interval:  타임랩스 비디오, 포토에서 설정한 녹화 간격이 표시됩니다.

Video Length: 재생 가능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알아두기: 타임랩스 사진은 가까운 시일 내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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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타임랩스 사진은 가까운 시일 내에 펌웨어 업데이트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진 설정

단일, 연속 및 타임랩스 사진 촬영 관련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모드: 사진, 연속 사진, 타임랩스 사진

• 프레임: 연속 또는 타임랩스 사진의 프레임을 변경합니다.

• 나이트 모드 (나이트 사진):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제어합니다.

• 셀프타이머: 셀프타이머를 설정합니다.

• 모션 설정: 모션 타임랩스 사진 촬영 시, 두 지점을 선택하여 카메라 이동경로를 설정합니다.

모드 해상도 프레임 간격 나이트 모드 셀프타이머 모션 설정

단일 4000×3000 - - Auto / 2 / 5 / 
10 sec 3 / 5 / 10 sec -

연속 사진 4000×3000 3, 5, 10, 30 - - 3 / 5 / 10 sec -

타임랩스 
사진 4000×3000 -

0.5, 1, 2, 5, 10, 30sec 
/ Frame

1, 2, 5, 30, 60min 
/ Frame

Auto / 2 / 5 / 
10 / 20 / 30 

sec
- ○

고급 설정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값 및 선명도는 고급 설정에서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WB): 조명 조건에 최적화되도록 비디오 및 사진의 색상 온도를 조정합니다.

• ISO:  빛과 이미지 노이즈에 대한 카메라 감도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저조도에서는 ISO 값이 높을수록 이미지가 밝아지지만 이미지 노이즈는 더 커집니다. 
ISO 값이 낮을수록 이미지는 어두워지지만 노이즈가 적습니다.

• 노출값(EV): 비디오 또는 사진의 밝기를 변경합니다.

• 선명도(Sharpness): 비디오 장면이나 사진에서 캡처한 세부 묘사의 품질을 제어합니다.

설정 설정값

화이트 밸런스 (WB) Off,  2700K,  4000K,  5000K,  6500K

ISO 100,  200,  400,  800,  1600

노출값 (EV) -2.0  ~  +2.0

선명도 (Sharpness) 낮음, 중간, 높음



18

비디오 & 사진 재생

1.  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에 진입한 후, 'Playback'으로 이동합니다.  
녹화 버튼을 눌러 Playback을 실행합니다.

2.  재생 리스트에서 방향키를 사용하여 비디오 및 사진을 
선택합니다.

3. 재생 아이콘

재생

정지

다음

이전

빨리 감기

되감기

스피커 볼륨

파일 삭제

재생 리스트로 이동

비디오

슬로 모션 비디오

타임랩스 비디오

사진

연속 사진

타임랩스 사진

짐벌 설정

짐벌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옵션은 느림, 보통, 빠름입니다.

짐벌의 방향키 방향을 반대로 변경합니다.

K1의 수평축이 맞지 않을 때에 자동 조정 작업을 합니다.

⚠ 평평한 바닥에 K1을 똑바로 세운 후, 조정 작업을 실행합니다.

⚠ 급격한 온도 변화에 사용되는 경우, 짐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짐벌 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Speed

Inverted Joystick

Auto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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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정

• 켜기 / 끄기: 스마트폰 앱에 연결하기 위해 Wi-Fi를 켜거나 끕니다.

• ID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과 K1을 연결 시 사용됩니다.

비디오 또는 사진의 상/하 방향을 결정합니다.

• 팁: 미리보기 상태에서 트리거+방향키 우측 입력으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오리엔테이션은 120/240FPS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본 비디오 및 사진 모드를 설정합니다.

알림 음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100 %, 50 % 또는 Off입니다.

외장 마이크의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녹화하거나 TV에서 비디오를 재생할 때, 카메라가 사용하는 프레임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옵션은 NTSC 또는 PAL입니다.

전원이 켜진 후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설정을 켜거나 끕니다.

카메라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 팁: K1을 앱에 연결하면 K1의 날짜와 시간이 스마트폰과 동기화됩니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합니다.

⚠ 메모리 카드의 모든 내용이 삭제됩니다.

와이파이와 날짜/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세팅 값이 초기화됩니다.

K1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CD 디스플레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Screensaver: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LCD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옵션은 Never, 30 초 ~ 3 분입니다.

• On Screen Display: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LCD 아이콘이 숨겨집니다. 옵션은 항상 켜기, 5 초 또는 꺼짐입니다.

• Guide: 그리드(격자) 선 표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Wi-Fi

Orientation

Default Mode

Beep

External Mic Volume

Video Format

Quick REC

Date / Time

SD Format

Reset Camera

Information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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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메시지

카메라가 너무 뜨거워져서 식혀야 하는 경우, 카메라 상태 창에 온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카메라를 그대로 두고 열을 식힌 후 다시 사용해 보십시오. 
카메라는 과열 상태를 식별하고 과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면 카메라 화면에 외장 마이크 연결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외장 마이크가 분리되면 카메라 화면에 외장 마이크 분리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안전모드

기기 과열 방지 경고

외장 마이크

안전 모드는 다음 상황에 따라 활성화됩니다. 
   1. 짐벌이 잠금 상태에서 전원을 켰을 때 
   2. 사용 중에 짐벌을 잠갔을 때 
   3. 짐벌에 과부하가 걸릴 때

안전 모드 해제 방법: 
   Restore 버튼을 선택하여 짐벌을 복구 시킵니다.

알아두기: 안전모드가 활성화되었을 때, K1을 재부팅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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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름 용량 호환성

Samsung micro SDXC Class10 UHS-I U3 EVO 100MB/s 64G 좋음

Samsung micro SDXC Class10 UHS-I U3 EVO 100MB/s 128G 좋음

Samsung micro SDXC Class10 UHS-I U3 EVO Plus 100MB/s 64G 좋음

Samsung micro SDXC Class10 UHS-I U3 EVO Plus 100MB/s 128G 좋음

Samsung micro SDXC Class10 UHS-I U3 EVO Plus 100MB/s 256G 좋음

Samsung micro SDXC Class10 UHS-I U3 Pro 64G 좋음

Sandisk micro SDXC Class10 UHS-I U3 Extreme Pro V30 A1 64G 좋음

Sandisk micro SDXC Class10 UHS-I U3 Extreme Pro V30 A1 128G 좋음

SanDisk micro SDXC Class10 UHS-I U3 Extreme V30 A1 64G 좋음

Sony micro SDXC Class10 UHS-I U3 SR-64UZ 64G 좋음

권장 SD 카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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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  카메라의 최신 기능과 최상의 성능으로 제품을 이용하려면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확인하려면 Menu > Camera Settings > Information 항목을 선택합니다.

1. 리모뷰 웹사이트의 K1 제품 페이지에서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bin 파일을 모두 메모리카드 루트 디렉토리(최상위 폴더)에 복사한 다음 K1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 슬롯에 카드를 삽입합니다.

3.  카메라의 전원을 켜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 먼저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완료 후 짐벌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 업데이트에 실패한 경우 K1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켜서 다시 시도합니다. 
•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리모뷰 고객지원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4. 카메라의 Menu > Camera Settings > Information 항목에서 업데이트 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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