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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분 설명

1.5” LCD 스크린

카메라

녹화 버튼

메뉴 버튼

카메라 상태 LED
조이스틱

배터리 상태 LED

3.5mm 마이크 입력

Micro SD 카드 슬롯

셔터 버튼
시스템 상태 LED

배터리 탈착 버튼

REMOVU K1은 3축 짐벌이 통합된 4K 카메라입니다. 가볍고 휴대성이 뛰
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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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인치 LCD 스크린을 통해 
카메라가 촬영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촬영한 비디오 
및 사진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K1의 강력한 스마트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
로 최대 4시간 연속촬영을 제공합니다.



좌우 회전축 잠금장치

배터리 잔량 확인 버튼

카메라 상태 LED
스피커

롤 회전 모터

파우치 x 1K1 x 1

트리거

전원 스위치

내장 마이크

상하 회전 모터

좌우 회전 모터

Micro USB 포트

연결끈 구멍

1/4인치 나사 연결부

구성품

USB 케이블 x 1



REMOVU App 설치

배터리 준비

시작하기
짐벌 잠금 해제

전원 켜기/끄기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REMOVU’를 검색하여 앱을 휴대폰에 
설치합니다.

- 충전 시간: 150분 (5V2A 어댑터 사용 시)

- 충전이 완료되면 LED 표시등이 꺼집니다.

충전 중
충전 완료

K1을 구입하신 후 최초 사용 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그림과 같이 롤 모터를 돌려주세요. 2.  좌우 회전축 잠금장치를 
아래로 밀어주세요.

전원 스위치를 짧게 아래로 당겨 전원을 켭니다.

사용 후 전원을 끄려면, 전원 스위치를 다시 짧게 아래
로 당깁니다.



K1 App 연결

제어

트리거:  
-  한 번 누르면 팬 모드와 팔로우 모드로 전환됩

니다.

-  두 번 누르면 카메라가 기본 위치로 정렬됩니다.

- 세 번 누르면 셀카 모드로 전환됩니다.

-  트리거를 누르면서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밀면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셔터 버튼:  
한 번 누르면 사진이 촬영됩니다.

녹화 버튼:  
한 번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녹화가 정지됩니다.

4 방향 조이스틱: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좌우 또는 상하
로 회전시킵니다.

1. K1의 전원을 켭니다.

2. K1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6.  앱을 실행하고 활성화된 ‘Connect’ 버튼을 눌
러 연결합니다.

5.  휴대폰의 Wi-Fi를 켜고 K1 Camera와 연결
합니다. 
(기본 비밀번호: 12345678)

3. 메뉴에서 ‘Camera Settings’을 선택합니다.

4. Wi-Fi를 켜줍니다.



사양

ISP Ambarella A12S75

센서 1/2.3” CMOS 12MP (Sony IMX377)

렌즈 F2.8 FOV 101°(D)

초점거리 최소 초점거리 50cm 부터

최대 이미지 크기 4000 x 3000 픽셀

스틸 사진 모드 단일 촬영
버스트 사진
타임랩스 사진 (일반, 모션)
파노라마 사진 (펌웨어 업데이트)

동영상 녹화 모드 비디오 (일반, 모션)
슬로 모션 비디오 (일반, 모션)
타임랩스 비디오 (일반, 모션)

동영상 해상도 4K (3840x2160) @ 30fps
WQHD (2560x1440) @ 30/60fps
FHD (1920x1080) @ 30/60/120fps
HD (1280x720) @ 30/60/120/240fps

동영상 포맷 MP4 (H.264)

동영상 비트전송률 4K 30fps 기준 60Mbps (고정 비트전송률)

지원되는 메모리 Micro SD (UHS-1 U3) 최대 256GB

구조 3-axis BLDC motorized gimbal

작동범위 상하 : -48° ~ +108°
좌우 : -75° ~ +255°
롤 회전 : -60° ~ +60°

비틀림 진동 범위 ±0.03°

연결 Wi-Fi (2.4GHz)

지원 OS Android, iOS

기능 라이브 뷰 (미리보기) & 재생
카메라 및 짐벌 원격 제어
펌웨어 업데이트

배터리 착탈식 리튬 이온 2,850mAh (10.4Wh)
USB 케이블로 직접 충전 가능

작동 시간 최대 4시간 연속 촬영
(1080p@30fps, Wi-Fi Off, LCD Off 기준)

크기 5.8 x 7.0 x 21.6 (cm)

무게 340g (배터리 포함)

카메라

짐벌

시스템

App



시작하기 전

주의사항

알림

FCC Compliance Notice

RF Exposure Information

EU Compliance Statement

안전 가이드

다음 문서는 K1을 안전하게 작동시키고 완벽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구성품” 목록에 기재된 부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K1을 사용하기 
전 전체 사용 설명서를 읽고 공식 REMOVU 웹사이트의 제품 페이지에서 학습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본 제품의 설치, 유지 관리 또는 사용 관련된 질문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REMOVU 또는 REMOVU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1.  K1 내부의 구성품에 충격을 가하면 부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짐벌 오작동의 원인
이 됩니다.

2.  K1의 전원을 켜기 전에 롤 회전 모터의 잠금을 해제하고 좌우 회전축 잠금장치를 해
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짐벌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K1 보관 시, 전원을 끈 채로 롤 회전 모터와 좌우 회전축 잠금장치를 잠그십시오. 그
렇지 않으면 짐벌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  K1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액체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K1 세척 시 부드럽고 
마른 천만 사용하십시오.

5.  카메라와 모터의 센서를 보호하기 위해 K1에 모래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6. 폴이나 셀카봉과 함께 K1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 K1의 전원을 켤 때는 정상적인 시동을 위해 장치를 가만히 두십시오.
2.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
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
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Change or modifications that are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manufacturer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FCC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
trolled environment. In order to avoid the possibility of exceeding the FCC radio 
frequency exposure limits, human proximity to the antenna shall not be less than 
20cm during normal operation.

Essel-T Co., Ltd (d.b.a REMOVU) hereby declares that this device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the R&TTE Directive.



알림

경고

배터리 사용

배터리 충전

배터리 보관

KCC Warning Message

모든 지침 및 기타 자료 문서는 Essel-T Co., Ltd (d.b.a. REMOVU)의 단독 재량에 따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제품 정보를 확인하려면 http://www.removu.com을 
방문하여 본 제품에 대한 제품 페이지를 클릭하십시오.

화재, 심각한 부상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려면 배터리를 사용, 충전, 또는 보관할 때 다
음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1.  배터리 충전 시 5V2A 충전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2.  충전 중에는 배터리 상태를 유심히 살피고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카펫 또는 목

재와 같은 가연성 물질이나 가연성 표면 근처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3.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장시간 충전 상태로 두지 마십시오.

1.  어린이와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배터리를 보관하십시오.

“해당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
습니다.”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스마트 배터리 안전 가이드

1.  배터리가 어떤 종류의 액체와도 접촉되지 않게 하십시오. 배터리를 비를 맞히거나 
습기가 있는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물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배터리 내부
가 물에 접촉되는 경우 화학적 분해 현상이 발생하여 잠재적으로 배터리에 불이 붙
거나 심지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수로 배터리를 물에 빠뜨린 경우 즉시 꺼내어 안전한 야외에서 말리십시오. 배터리
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배터리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으십시오. 배터리를 재
사용하지 말고 아래 배터리 폐기 섹션에 설명된 대로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3.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물, 모래, 방화용 모포 또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
을 끄십시오.

4.  REMOVU 정품이 아닌 배터리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REMOVU는 REMOVU 이
외의 배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팽창 또는 균열 현상이 있거나 손상된 배터리는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마십시오. 배
터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REMOVU 또는 REMOVU 대리점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
으십시오.

6.  배터리는 적정 온도(0℃~40℃)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40℃가 넘는 환경에서 배터
리를 사용하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0℃ 이하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면 
영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강한 정전기 또는 전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
면 배터리 제어반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배터리에 균열이 발생하여 불이 붙거
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9.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위에 무거운 물체를 두지 
마십시오. 배터리에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10.  배터리 내부의 전해액은 부식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피부에 접촉되거나 눈에 들
어간 경우 최소 15분 동안 깨끗한 물로 해당 부위를 닦은 다음 즉시 병원으로 가
십시오.

11.  낙하 또는 기타 사고로부터 충격을 받은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2.  배터리에 열을 가하지 마십시오. 전자레인지 또는 헤어드라이어와 같은 외부 가열

원으로 배터리를 건조하지 마십시오.
13.  수동으로 배터리를 합선하지 마십시오.
14.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배터리 단자를 닦아서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배터리 유지 관리

여행 주의사항

배터리 폐기

알림

1.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  60℃가 넘는 고온 환경에 배터리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2.  난로 또는 히터 등의 열원 근처에 배터리를 두지 마십시오. 더운 날에는 배터리를 자
동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22℃~28℃입니다.

3.  항상 건조한 장소에 배터리를 보관하십시오.
4.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과방전

되어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배터리를 상자 또는 서랍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서로 합선되거나 다른 금속 

물체와 합선될 수 있습니다.
6.  동전, 열쇠, 보석류, 머리핀 등의 금속 물체와 배터리를 함께 보관하지 마십시오. 배터

리 단자가 금속 물체와 접촉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스마트 배터리를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먼저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
야 합니다. 방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배터리를 방전시키십시오. 환기가 잘 되는 장
소에 스마트 배터리를 보관하십시오.

2.  안경, 시계, 보석류 및 머리핀 등의 금속 물체가 없는 장소에 배터리를 보관하십시오.
3.  손상된 배터리 또는 충전 수준이 50%가 넘는 배터리는 운반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충전용 리튬 이온 배터리는 비유해성 폐기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지방 폐
기물 배출 경로로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
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용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
부는 해당 지역 법률을 확인하십시오. 리튬 이온 배터리를 안전하게 폐기하려면 운
송 중 화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포장, 마스킹 또는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단자가 다
른 금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리를 불속에 넣어 폐기하지 마십시오. 폭발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전에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스마트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는 경우 충전이 중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러나 충전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배터리를 분리하는 것
이 좋습니다.

3.  1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를 50% 수준으로 방전시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을 상당히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터리가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
되며 곧바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절전 모드를 벗어나려면 배터리를 재충전하
십시오.

5.  장기간 보관 시 장치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6.  배터리 셀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배터리를 과방전하지 마십시오.
7.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8.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3개월마다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 충전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http://www.removu.com/k1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의 무단 전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acebook.com/removuglobal

Instagram.com/removu

Twitter.com/removuglobal

Youtube.com/remo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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