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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umaneyes VR Camera는 3D 360도 VR 카메라로 스테레오 3D로 완전한 '구체형'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장면은 Humaneyes Technologies의 독점적 스티칭 기술로 

구형 포맷에 연결됩니다. 

본 카메라는 Vuze Camera 앱과 Humaneyes VR Studio를 함께 제공합니다.  

Vuze Camera 앱으로 원격으로 카메라를 제어하고, 내장형 SD 카드에 저장된 미디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Humaneyes VR Studio는 구형 편집 툴로 촬영한 파일을 편집하고, 독점적 스티칭 기술로 

미디어를 렌더링 및 연결합니다. 

 

고객 지원 및 연락처 

본 카메라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umaneyes Technologies 

메일주소: support@vuze.camera 

www.vuze.camera 

 

작성 일자: 2017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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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본 카메라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음의 안전 정보를 읽어 주십시오. 본 정보를 읽어야 제품 

손상과 사용자 및 신체적 상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카메라는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며, 원래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Humaneyes Technologies는 본 안전 정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카메라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손상이나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카메라가 손상된 

것으로 보일 때는 작동하지 말고 저희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해 

주십시오(www.vuze.camera/contact/). 

기본 안전 정보와 제품 관련 문서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제품을 양도할 때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본 사용 설명서에는 다음의 안전 표시가 사용됩니다:  

 

  

 

방지하지 못하면 사망 또는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오작동으로 인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전 또는 적절한 사용법 관련 정보를 나타냅니다. 

http://www.vuze.camera/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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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보관 및 관리(유지 보수, 세척 및 취급) 

본 카메라는 -20~60°C(-5~140°F)의 온도와 95% 미만의 상대습도에서 보관해 주십시오. 

 

  

 

• 본 카메라는 아동, 유아, 애완동물이 만질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끈이나 

선으로 인해 아동이 질식할 수 있습니다.  

• 파손 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부품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이 손상되어 내부 

구성품이 노출될 시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고객 지원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 및 조건을 피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o 직사광선 

o 차량 내 

o 습하거나 먼지가 많은 곳 

• 제품을 세척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인터페이스 패널 커버가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드러우며 보풀이 없는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알콜, 

아세톤, 희석제, 섬유질 라커 등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의 부품은 교체 또는 수리가 불가합니다. 직접 제품을 수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부 배터리는 교체가 불가합니다. 절대로 커버 및 카메라의 기타 하우징 

부분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제품 오작동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Humaneyes Technologies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해야 합니다. Humaneyes 

Technologies의 고객 지원팀 정보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vuze.camera/contact  

• 카메라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충격을 받은 

경우 손상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손상된 곳이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본 제품의 내부에는 교체 불가한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http://www.vuze.camera/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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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안전 관련 

본 카메라는 전원을 끈 상태로 0~30°C(30~85°F)의 실온에서 충전해 주십시오. 최적의 충전을 

위해 명시된 작동 조건에서 본래 제공된 카메라 충전기로 충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 안전 관련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전, 화재 및/또는 

심한 부상이나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원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절대로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원 케이블이 올바른 

작동 조건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 충전 및 충전기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원의 공칭 전압과 충전기의 

공칭 전압 설정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콘센트에 먼지가 많거나 더러울 때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플러그를 끝까지 삽입해 

주십시오. 느슨하게 삽입하면 화재/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금속물질 또는 젖은 물체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카메라 

인터페이스에는 지정된 케이블 및 메모리 카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원 콘센트, 전원선, 멀티탭에 과부하를 가하지 

마십시오. 

•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거나 끼우지 마십시오. 

• 충전기의 커버 등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분리할 때 내부 회로가 노출되어 감전, 부상, 

화재가 발생하고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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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본 카메라는 0~40°C(30~100°F)의 온도 및 95% 미만의 상대습도에서 작동하십시오. 

본 카메라는 Humaneyes Technologies에서 명시한 작동 조건 하에서만 작동하십시오. 본 

카메라를 극한 환경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본 카메라를 위험하거나 가연성인 기체가 있는 곳 또는 카메라나 연결 장치의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장시간 사용하거나 고온 또는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몸체가 가열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높은 곳에 두거나 평평하지 않은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카메라에서 연기나 이상한 냄새가 때나거나, 또는 기타 오작동할 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 주십시오. 

 

• 카메라가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카메라 사용 중에는 주변에 환기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본 설명서에서 명시한 실온 환경에서만 사용해 주십시오. 

• 카메라를 열이 나는 곳에 올려두거나 발열기구 또는 화기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카메라와 열이 나는 곳 및 발열기구나 화기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 본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화상을 입거나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카메라는 IP64 안전 규격을 준수하므로 다소간의 방진 및 방수가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 패널 커버가 열릴 경우 이러한 방진/방수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커버가 

열려있을 때에는 습한 곳을 피하고 액체나 먼지 및 이물질이 제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커버가 닫힌 상태라도 습기가 심한 곳은 피해 주십시오. 

• 이러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감전을 당하거나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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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내용물  

  

 3D 360도 VR 카메라 USB 충전기 

  
소형 손잡이 USB 케이블 

  
미니 VR 안경 충전기 어댑터 

 

 

하드쉘 케이스 렌즈 세척천 

 

 

패키지 내용물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손상된 내용물이 있으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고객 지원팀에 문의해 주십시오(www.vuze.camera/contact).  

http://www.vuze.camera/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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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D 360도 카메라  

 

 
 

  

촬영 버튼 

전원 버튼 

표준 ¼”-20 

삼각대 소켓 

인터페이스 패널 
렌즈 8개 

마이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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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패널 

커버 밑에 있는 카메라의 인터페이스 패널은 여러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외부 기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커버를 열어 주십시오. 

 

 

 

배터리 충전 상태 LED 

와이파이 상태 LED 

와이파이 켜기/끄기 버튼 

마이크로 USB 인터페이스 

충전/PC 연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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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1. 손잡이를 열림 위치로 접어 주십시오. 

2. 소형 손잡이를 삼각대 소켓에 나사로 고정시켜 주십시오. 

 
3. 사용하지 않을 시 및 보관 시에는 손잡이를 카메라에 맞춰 접어 주십시오.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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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카메라 사용 전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카메라가 완전히 충전되었으며 시계가 Vuze Camera 앱에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권장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 배터리는 사용 시마다 100% 충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3시간 정도 충전하십시오. 

• 카메라 내부에 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촬영한 동영상/이미지의 

타임스탬프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용자의 시간은 Vuze Camera 앱을 통해 모바일 기기와 

연결할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아래와 같이 Vuze 

Camera 앱을 통해 카메라를 연결해 주십시오. 

 

전원 켜기/끄기 

• 켜기 -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비프음이 3회 재생되고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 끄기 - 전원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비프음이 3회 재생되고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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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모드  

본 카메라는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의 LED 색상은 다음과 같이 작동 모드를 나타냅니다.  

 동영상 모드 

 사진 모드 

모드를 전환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비프음이 2회 재생되며 전원 버튼도 2회 깜박이고 

색이 바뀝니다. 

촬영 

• 동영상 촬영 시작/중단 - 동영상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십시오. 촬영 시작 시 비프음이 

1회 재생되며 종료 시 2회 재생됩니다. 

• 사진 촬영 - 사진 모드에서 촬영 버튼을 누르십시오. 촬영 전후에 비프음이 1회 재생되고 

표시등도 1회 깜박입니다. 
 

 

동영상/사진 촬영 전에는 카메라 렌즈가 청결해야 합니다. 

  

 

작동 모드를 바꿀 경우 카메라는 반드시 대기 모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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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1. 카메라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2. USB 케이블을 마이크로 USB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십시오. 

3. 케이블의 다른 쪽을 충전기에 연결하십시오. 

4. 충전기 전원선을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충전 표시등이 켜집니다. 완전히 충전하는데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1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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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원장치를 사용할 때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 외부 전원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전원장치는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USB 케이블을 마이크로 USB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십시오.  

2. 케이블의 다른 쪽을 외부 전원장치에 연결하십시오.  

3. 카메라의 전원을 켜십시오. 

 
촬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목 부분이 접힌 특수 USB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SD 카드 교체 

• SD 카드를 마이크로 SD 슬롯에 넣고 끝까지 눌러 주십시오. 

• 한 번 더 누르면 카드가 빠집니다. 교체할 SD 카드를 슬롯에 넣고 끝까지 눌러 주십시오. 

 

 
본 카메라는 UHS-I(초고속) 이상 스피드 클래스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합니다.  

본 카메라는 녹화를 위한 15MB 및 10MB 비트레이트 설정을 모두 지원합니다(모바일 

앱에서 설정 가능). 15MB의 비트레이트를 사용할 때에는 U3 스피드 클래스 표시가 된 

UHS-I(U3) 초고속 클래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MB의 비트레이트를 

사용할 때에는 U1 스피드 클래스 표시가 된 UHS-I(U1) 초고속 클래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제조사에서 출시한 SD 카드의 테스트 및 인증을 거쳤습니다. 권장 SD 카드 

목록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www.vuze.camera/support). 

 
 

촬영 중 또는 컴퓨터에 연결한 상태에서 SD 카드를 빼지 마십시오. 

http://www.vuze.camera/support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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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uze Camera 앱에 연결하기 – 와이파이 켜기/끄기 

Vuze Camera 앱을 사용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원격으로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Vuze 

Camera 앱은 Google Play 또는 Apple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카메라를 

연결해 주십시오: 

1. 카메라의 전원을 켜십시오. 

2. 와이파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파란색 LED가 깜박입니다. 

3. 모바일 기기를 카메라의 와이파이에 연결하십시오. 카메라 와이파이의 SSID는 카메라 

하단에 표시된 일련번호입니다. 와이파이의 기본 암호는 12345678입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의 이름과 암호는 처음 연결한 후 앱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성공하면 파란색 LED가 켜진 상태가 됩니다. 

4. 이제 Vuze Camera 앱으로 카메라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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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Studio에 연결하기  

Humaneyes VR Studio를 사용하여 촬영한 파일을 편집하고 나만의 VR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www.vuze.camera/vr-software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Humaneyes VR Studio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해 주십시오. 

1. USB 케이블을 마이크로 USB 카메라 인터페이스에 연결하십시오. 

2. 케이블의 다른 쪽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3. 카메라의 전원을 켜십시오.  

 

카메라에서 SD 카드를 빼고 컴퓨터의 SD 카드 슬롯에 바로 끼워서 Humaneyes VR 

Studio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2 
1 

http://www.vuze.camera/vr-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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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및 와이파이 재설정 

전원을 켜고 전원 버튼을 16초 이상 길게 눌러 주십시오. 재설정 기능은 카메라가 동작을 멈췄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기본 암호와 SSID로 재설정하려면 와이파이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눌러 주십시오. 

 

펌웨어 업그레이드 

아래 고객 지원 페이지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www.vuze.camera/support. 

1. 카메라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2. 펌웨어(firmware.bin) 파일을 SD 카드의 루트 폴더로 복사합니다. 

3. SD 카드를 카메라의 SD 카드 슬롯에 넣고 끝까지 눌러 주십시오. 

4. 카메라의 전원을 켜십시오. 

5.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켜집니다. 

6. 주황색 LED가 깜박이기 시작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시작됩니다. 

7.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카메라가 재부팅되고 대기 모드에 진입합니다. 

8. 펌웨어 버전은 Vuze Camera 앱의 설정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vuze.camera/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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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정보 

  

배터리 충전 중 또는 전원장치에 연결됨 

깜박임 - 충전 오류 

배터리가 충전됨 

카메라가 동영상 촬영을 하지 않음 

깜박임 - 촬영 중 

1회 깜박임 - 사진 촬영 

전원이 꺼짐 

동영상 모드 / 대기, 부팅 중 깜박임 

깜박임, 비프음 4번 - 메모리 가득 참 / 메모리 카드 

 
교차 표시, 비프음 3번 - 고온 상태 

교차 표시 - 메모리 용량 

 
교차 표시 - 배터리 부족 

사진 모드 / 대기  

심각한 오류 

4회 깜박임 및 비프음 - 배터리 없음 

켜짐 - 와이파이 연결됨 

깜박임 - 와이파이가 켜져있으나 연결되지 않음 

 



카메라로 촬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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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로 촬영하기 

 

 



 카메라로 촬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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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광학장치 

센서 Sony FHD 이미지 센서 imx408 8개 

렌즈 FOV 360⁰x180⁰(완전 구체) 

ISO 100-1600 

작동 

프로세서 Ambarella A9 비디오 프로세서 2개 

제어 버튼 1회 누를 시 모바일 앱 원격 작동 

표시 정보 다양한 색상의 LED 표시등 

IP 등급 IP64(방진, 방수) 

작동 온도 0~40⁰C 

작동 습도 상대습도 95% 미만 

배터리 종류 3,700mAh(3.8V)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시간 완전히 충전 시 약 2시간 

동작 추적 관성측정장치(IMU):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컴퍼스 

와이파이 IEEE 802.11b/g/n 2.4 GHZ 

USB 포트 USB 2개(충전 및 데이터 연결용) 

메모리 교체식 마이크로 SD 카드(UHS 1 이상과 호환됨) 
동영상/사진 

구체 해상도 4K(1안당) 

프레임레이트 30fps 

비트레이트 초당 15MB 또는 10MB(앱에서 설정) 

360도 동영상 포맷 mp4 

동영상 압축 H.264  

360 사진 포맷 JPEG 
오디오 

마이크 MEMS 48Hz 마이크 4개 

포맷 ACC 오디오 트랙 4개 

일반사항 

중량  450g 

크기 120x120x30mm 

포장재 240x160x60mm 

색상 블랙, 옐로, 레드, 블루 

모델명 VUZE-1-xxx 

다음 주변기기 제공 
하드쉘 케이스, 미니 손잡이, 미니 안경, USB 케이블, 

전원 어댑터(모델 SA29B0500200D5), 렌즈 세척천 



 품질보증 

20 Humaneyes Technologies의 자산임 

품질보증 

제한적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본 제한적 품질보증(이하 “품질보증”)은 Humaneyes 

Technologies Ltd.(이하 “제조사,” “당사”, 또는 “저희”)에서 제공합니다. 

본 품질보증은 어떤 제품에 적용되나요? 본 품질보증에서 제품이라 함은 소비자가 당사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공인된 판로를 통해 구입한 새 하드웨어 장치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본 품질보증은 처음 새 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이하 "귀하")에게 

당사 또는 공인 대리점에서 제공합니다. 본 품질보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 불가합니다. 

본 품질보증은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본 품질보증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귀하에게 법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 권리는 귀하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품질보증은 귀하의 

거주지에서 소비재의 구입과 관련하여 법에 따라 보장받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는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 품질보증의 조항에 동의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본 품질보증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품질보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본 품질보증은 제품을 정상적으로 원래 용도에 따라 당사의 

설명에 준하여 사용하는 중에 원자재 및 기술적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시 제품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설명이라 함은 기술 사양, 사용 설명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해드린 내용이 포함되나 

그에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품질보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본 품질보증은 제품을 구매한 일자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이하 “보증기간”). 이 기간은 귀하의 거주지에 따라 1년이 넘을 수 있습니다.  

본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기간 중에 당사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당사는 자체 재량 및 관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 새로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새 부품 또는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수리합니다. (ii) 새로 판매한 제품과 동일한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새 부품 또는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같은 모델(또는 귀하가 동의할 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로 제품을 

교체합니다. (iii) 제품을 구매하신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이하 모두 "보증 서비스".) 

보증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http://vuze.camera/terms-of-use/에서 볼 수 있는 제품 사용 조건에 따라 귀하는 제품을 

구입하신 후 당사 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이하 "제품등록"). 제품등록은 보증 

요청 및 보증 서비스를 받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주문 번호는 보증 서비스 번호와 

같으므로, 잘 보관하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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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요청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고객 지원팀을 통해 보증 서비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http://vuze.camera/contact/).  

품질보증 요청 방법 및 보증 서비스 절차가 궁금합니다. 

보증 요청 후 당사는 관련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의 고객 

지원팀에서 제품을 보낼 곳과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사는 운송장, 포장재, 포장 방법, 제품을 

보낼 주소(공인 서비스 업체)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안내는 메일 또는 포장재 안에 출력본으로 

제공합니다. 보증 서비스가 완료되면 서비스 업체에서 완료 또는 교체된 제품을 보내드리거나 

환불해 드립니다.  

참고:  보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품 또는 부품을 보내실 때는 중요한 데이터를 잃지 않고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를 백업해 주십시오. 수리 중에 메모리 

카드의 파일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며 당사는 제품에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이미지 및/또는 

개인정보의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품을 수리 또는 교체받은 후 품질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당사가 설치한 교체 부품은 교체/수리일로부터 90일 또는 잔여 보증 기간 중 긴 쪽이 적용됩니다.  

제품/부품을 교체하거나 환불을 받으신 경우 해당 제품/부품은 고객님의 소유가 되며 교체 및 

환불된 제품/부품은 당사의 자산이 됩니다. 

당사는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 서비스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에 따라 제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 서비스 옵션, 

부품의 가용성 및 대응 시간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제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운송 및 처리비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신 국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증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수출입 법규 일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관세, 

부가가치세 및 기타 제반 제세공과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현지 표준에 부합하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본 품질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품질보증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 소프트웨어(온라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및 주변기기 (b) 배터리 또는 보호 코팅 등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모되도록 설계된 소모형 부품으로, 부적절한 원자재 또는 기술로 인한 문제가 아닐 경우 (c) 

흠집, 패임, 파손된 플라스틱 부위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외형적 손상이면서 

부적절한 원자재 또는 기술로 인한 문제가 아닐 경우 (d) 제품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제 3자의 

부품 또는 제품으로 인한 손상 (e) 사고, 오용, 남용, 태만, 부적절한 운송 또는 설치, 화재, 지진 

또는 기타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손상 (f) 당사에서 제공한 안내에 따르지 않거나 기타 권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무책임하거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상 (g) 당사 또는 공인 서비스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시한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포함한 서비스 행위로 인한 손상 (h) 

당사의 서면 승인 없이 기능 또는 용량을 개조한 제품 (i) 정상적인 사용 및 마모로 인한 문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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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노후로 인한 문제 (j) 제품에서 일련번호가 지워지거나 훼손된 경우 (k)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도난되었다는 정보를 당사가 접수한 경우 

 

책임의 한계 당사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이익의 손실, 비즈니스 기회의 손실, 손실되거나 파손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 과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본 설명서에서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당사는 결과적, 특수, 간접적 또는 징발적인 손상에 대해, 그러한 손상 및 주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고지를 받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제품 

구매와 관련된 책임에 대해 당사는 해당 제품에 청구된 금액을 상회하는 손상 금액의 부담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지역에 따라 이러한 책임의 한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고객의 

거주지/사법권에서 고객에게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한계가 적용됩니다. 

 

본 품질보증에 적용되는 다른 조건이 있나요? 

당사 웹사이트인 vuze.camera를 통해 서비스 이용 조건, 판매 조건 및 EULA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본 품질보증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품질보증의 조건은 

이스라엘의 실정법에 따른 목적 일체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고객 지원은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www.vuze.camera/contact의 온라인 고객 지원 사이트 외에도 support@vuze.camera 으로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폐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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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규정 
본 카메라는 가정용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는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제품의 재활용 정보는 

www.vuze.camera/support를 참고하십시오. 

연방 통신 위원회 준수 선언서 

본 제품은 FCC 규칙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본 제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2) 본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발생시키는 간섭을 

포함하는 어떤 간섭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연방 산업부(Industry Canada, ICES-003) 

Cet appareil numérique respecte les limites bruits radioélectriques applicables aux appareils 

numériques de Classe B prescrites dans la norme sur le matériel brouilleur: “Appareils 

Numériques”, NMB-003 édictée par le Ministre Canadian des Communications. 

상기 안내에 대한 영문 번역본:  

본 디지털 장치는 "디지털 장치(Digital Appratus)"즉 캐나다 통신부 표준 ICES-003에 명시된 

간섭 발생 장치 표준에 따라 디지털 장치의 전파 잡음 관련 B등급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준수 및 인증 여부는 다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www.vuze.camera/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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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규정 
본 카메라는 가정용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는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본 제품의 재활용 정보는 

www.vuze.camera/support를 참고하십시오. 

연방 통신 위원회 준수 선언서 

본 장치는 시험 결과 FCC 규칙 제15조에 준한 B등급 디지털 장치 관련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거주지 내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당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본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사용하고 발생시킬 수 있으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이 특정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장치가 라디오 또는 TV 장치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킬 경우 본 장치의 전원을 끄고 켜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섭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섭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옮깁니다. 

• 장치와 해당 라디오/TV의 거리를 늘립니다. 

• 장치를 해당 라디오/TV의 전원이 연결된 콘센트가 아닌 다른 곳에 연결합니다. 

• 해당 라디오/TV의 판매 업체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의사항: 

본 장치의 보증서 또는 설명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장치의 개조 또는 수정은 사용자의 권리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RF 노출 정보(SAR) 

본 장치는 전파 노출 관련 정부 규정에 부합합니다. 본 장치는 미국 정부의 연방 통신 위원회(FCC)에서 

정한 무선 주파수(RF) 에너지 노출 및 배출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출 표준은 전자파 인체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이라는 측정 단위를 사용합니다. 

FCC에 따른 SAR 제한은 1.6W/kg입니다. SAR 관련 시험은 FCC에서 인정하는 표준 작동 조건에 여러 

채널의 지정 전력량에서 발생하는 EUT를 이용하여 실시합니다. 

FCC는 FCC RF 노출 지침에 준하여 평가 및 보고된 SAR 수준 전체에 대해 본 장치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장치의 SAR 정보는 FCC에 제출하였으며 www.fcc.gov/eot/ea/fccid의 표시 허가 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FCC ID: 2AKDRHE1VZ). 

캐나다 연방 산업부(IC) 관련 

본 장치는 캐나다 연방 산업부의 허가 면제 RSS를 준수합니다. 본 제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으로 

작동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2) 본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발생시키는 간섭을 포함하는 어떤 간섭이라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Canada, avis d’Industry Canada (IC)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http://www.fcc.gov/eot/ea/fc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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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RF) 노출 정보  

본 무선 기기의 방사 출력은 캐나다 연방 산업부(IC)의 무선 주파수 노출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본 무선 

기기는 정상 사용 시 인체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본 기기를 시험한 결과 휴대용 노출 조건에서 사용할 때 IC 전자파 인체 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nformations concernant l’exposition aux fréquences radio (RF) 

La puissance de sortie émise par l’appareil de sans fil est inférieure à la limite d’exposition aux 

fréquences radio d’Industry Canada (IC). Utilisez l’appareil de sans fil de façon à minimiser les 

contacts humains lors du fonctionnement normal. 

Ce dispositif a été évalué pour et démontré conforme à la Taux IC d’absorption spécifique ("SAR") 

des limites lorsqu’il est utilisé dans des conditions d’exposition portatifs 

관련 규정 준수 및 인증 여부는 다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www.vuze.camera/support 

Humaneyes Technologies Ltd.는 본 3D 360도 VR 카메라가 Directive 1999/5/EC의 필수 요건 및 기타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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