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바른 USB데이터 케이블 사용법

배터리 충전    충전기의 미니-USB 인터페이스에 USB케이
블의 미니-USB 단자를 연결하고, 전원아답타에 USB터미
널을 연결합니다. 

컴퓨터와 연결 먼저 짐벌의 배터리를 제거 하십시오.  짐벌의 기능 
인터페이스단자에 USB 케이블의 미니-USB 단자를 연결하고 USB터
미널은 USB커넥터에 연결합니다. 그런다음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파라
미터 설정을 위해 디바이스를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USB케이블을 컴
퓨터에 연결할 때에는 필히 제공된 USB커넥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하십시오 . 직접 연결시 장비에 손상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능 인터페이스 사용법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품명

리모트 
콘트롤

배터리 
연장

연장 봉 

원거리에서 전면 및 상하 추적 앵글 조정, 모드 전
환, 레벨 교정, 전면 추적 속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
다.

장시간 사용을 위해 배터리를 연장 합니다

특별히 디자인된 연장봉은 G4 전원 스위치와 연
동되어 원하는 길이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
장 봉을 이용하면 독특한 영상을 연출할 수 있습
니다.

기능 설명

아래 올바른 사용법을 준수하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해당 장비와 주변 장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선택 액세서리

!

기능
버튼

전원
스위치

상하 축 굴림 축

표시등

Heading
(진행방향) 축

 동작 중 적색 표시등이 켜지면 짐벌의 
고장을 의미합니다

주 의 ! 짐벌의 전원을 켜기 전에 적용 가능한 카메라를 먼저 장착 하십시오.

상하 앵글 조정 방법:   전면 및 상하 추적 모드로 가기위해 기능버튼을 2회 연속 누릅니다. 원하는 앵글로 짐벌을 향하게 하고, 
기능버튼을 1회 눌러 전면 추적모드로 전환하면 상하 앵글은 원하는 앵글에서 고정 됩니다.

유연하고 안정된 촬영을 위해:   짐벌을 손에들고, 안정된 자세로 움직이며, 조명과 걸음걸이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셀프카메라:   짐벌을 180도 돌려 기능인터페이스 단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전면 및 상하추적모드에서 상하 앵글을 조정하여원하
는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이제 손쉽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습니다.

1 초보 가이드

2 제품 외부 명칭

표시등 설명
LED 상태 설명

청색 3회씩
깜박임

최대 파워

청색 2회씩
깜박임

충분한 파워

청색 1회씩 
깜박임

낮은 파워

청색 연속해서
깜박임

파워 없음

If any comments or sugg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e-mail us directly : service@feiyu-tech.com

전원캡을 열고 2개의 
18350 배터리를 넣습
니다.

제공된 스크류를 사용하여 스포츠 
카메라를 장착합니다, 견고하게 고
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 켜기

카메라가 견고하게 장
착된 것을 확인 후 전
원 버튼을 눌러 짐벌
의 전원을 켭니다.

모드 전환

짐벌이기동하면 기능버튼을 
눌러 3가지 동작모드와 특별 
조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 동작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동작모드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

배터리 장착 카메라 장착

FEIYU-EN-1

EN

4 기본 및 선택 액세서리

사용 방법3

  특별 동작 모드(역상 모드)  어떤 모드에서든 기능버튼을 3회 연속 누르면 짐벌은 역상모드가 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전면 추적모드가 됩니다. 동작 모드 전환과 특별동작모드를 조합해서 이용하면 보다 흥미있는 영상 수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기능버튼을 3회 연속 누르면 역상모드에서 빠져나와 이전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수동 기울임 고정          짐벌의 전원을 넣고 초기 기동후 8초간은 상하 기울기를 조절할수 있습니다. 전면 추적 모드나 고정 모드

에서 수동으로 상하 조정을 하고 0.5초간 기다리면 현재상태값을 저장합니다. 

 대기모드     기능버튼을 3초간 누르면 짐벌의 모터가 정지되고, LED가 계속 켜져있는 대기모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능버튼을 한번 누르면 대기 모드에서 동작 모드로 돌아옵니다. 

기능버튼 동작모드 설명

 동작

2회 연속 누름

1 회 누름

1초간 길게누름 

LED 상태

한번씩 깜박임

두번씩 깜박임

켜진 상태

기능 동일 동작 재 실행시 동일 동작 재실행시 기능

전면 추적모드

전면 및 상하 추적 모드

3회 연속 누름 3회 연속 누름

임의의 다른 동작 모드

임의의 다른 동작 모드

임의의 다른 동작 모드

한번씩 깜박임 역상 모드 역상모드에서 빠져나감

고정 모드

기능버튼 사용방법 

선택된 위치에서 전면 추적, 상하 굴림 모두 한방향으로 
고정 됩니다.

동작모드의 
전환 및
기타 기능의
실행에 사용

동작모드와 기능은 LED표시로 구분
됩니다.

고정 모드

R
oll

Pitch
Heading

전면 추적 모드        상하 및 굴림 앵글은 고정되고 짐벌의 전
면이 향하는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전면과 상하 추적 모드       카메라의 굴림 앵글은 고정되
고 짐벌 손잡이의 전면 추적과 상하 이동이 가능합니다.

 Sports Video Camera
Gimbal For Sony SONY 스포츠 비디오 카메라 용

적용모델 : SONY X-1000V 와 AS 시리즈 스포츠 카메라

기능
호환단자

충전기

입력: DC 5V
출력: DC 4.2V

USB 케이블

USB 커넥터

기본 액세서리

타입: 18350

충전 배터리 

USB

미니-USB



8 짐벌 초기화

5 기능 인터페이스 사용법

6 G4 리모트콘트롤 사용법 (선택 아이템)

7 연장 봉 사용법 (선택 아이템)

9 규 격

페이유테크 홈페이지(www.feiyu-tech.com)를 방문하여 USB driver와 펌웨어 업그레이드 소프트웽어,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압축을 풀
어줍니다. 배터리를 제거후 위의 그림과 같이 짐벌을 PC와 연결합니다. 사용설명서의 업그레이드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전면추적모드의 속도는 파라미터 셋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설정합니다. 촬영하고자하는 영상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는 원하는 추적 모드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ㅅ가능한 세가지 모드는: “SLOW”모드, “NORMAL” 모드, “FAST” 모드 입니다.  기본설정은“NORMAL” 모드 입니다. 

짐벌의 자세는 파라미터 셋팅 소프트웨어로 교정합니다. 사용자는 상하 및 굴림 앵글의 미세 교정이 가능합니다. 교정을 위해 배터리를 넣고 위의 연결도와 
같이 PC와 연결하십시오.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파라미터 설정

짐벌 교정

동작 전압

안정적 자세추적 정확도

움직임 추적 정확도

과부하 전류 보호

상하 앵글

굴림 앵글

전면 앵글

전면 앵글

상하 추적 율

전면 추적 율

중량

짐벌이 안정 모드일 때

모터 과부하<2G

수평으로 들었을 때

수평으로 들었을 때

수직으로 들었을 때

배터리 제외

6.0V

0.01
0.1

-160（Down）
-70
-160（Left）
-50
2°/ Sec
3°/ Sec

270g

8.4V

0.02
0.2
800mA

0（Horizontal）
0（Horizontal）

17.0V

0.05
0.5

+160（Up）
+70
+160
+50
75°/ Sec
150°/ Sec

움직임이 없는 편평한 곳

1. 카메라를 정확히 장착 합니다.
2. 짐벌을 그림과 같이 편평하고 움직임이 없는 곳에 놓습니다.
3. 짐벌의 전원을 켭니다.
4. 짐벌이 기동하면서 자동으로 초기화가 진행 됩니다.
이제 짐벌은 운용 가능상태 입니다. 

  초기화 방법

  FY-G4 짐벌을 켜고나서 아래와 같은 증상
이 나타나면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기능
인터페이스

특별히 디자인된 스위치에의해, 연장봉은 짐벌과 직접연결이 가능합니다. 먼곳의 이미지 촬영을 가능하게 합니
다. 또한 다양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항목 최소값 표준값 최대값 비고

USB 케이블 USB 커넥터

주의 : 짐벌을 컴퓨터와 연결시에는 필히, 제공된 USB커넥터를 사용하십시오

주의 : 컴퓨터와 연결시에는 필히 USB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 컴퓨터와 연결시에는 필히 USB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컴퓨터와 연결시에는 필히 USB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합니다.

1. 전원을 켰을 때, 상하 앵글이 수평라인과 다를 때.
2. 전원을 켰을 때, 굴림앵글이 수평라인과 다를 때.
3. 짐벌이 전면 고정모드일때, 전면 앵글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때(안정적으로 전면을 향하지 않음).

350mm Φ
23m

m

연장 봉 그림

Upgrade........

PC

앵글 조정
  리모트콘트롤

기능
인터페이스

USB 리모트콘트롤 데이터 케이블

전면추적모드 또는 전면고정모드에서 상하 앵글은 G4리모트콘트롤의 "UP"과 "DOWN" 버튼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면 고정모드에서 전면 앵글 조정은 “LEFT”와“RIGHT”버튼으로 조정합니다 .

기능 
버튼

방향 
버튼

방향 버튼                UP DOWN LEFT RIGHT

참고 :    G4리모트콘트롤이 연결되면 짐벌의 기능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초기화에 성공하면 기능버튼이 빠르게 깜박입니다. 알림:  

G4리모트콘트롤을 기능인터페이스
에 연결

G4 리모트콘트롤 연결도

G4 리모트콘트롤 사용 방법

실행

기능버튼 2회 연속 누르기

기능버튼 1회 누르기

기능버튼 1초동안 길게 누르기

기능 설명 재실행 재실행시 기능

전면 추적 모드

전면과 상하 추적 모드

기능버튼 3회 연속 누르기 연속 3회 누르기

다른기능이 시행 됨

다른 기능이 시행 됨

다른 기능이 시행 됨

역상 모드 역상모드에서 빠져 원래 모드로 돌아감

전면 고정 모드

다시 1회 누르기 대기모드에서 빠져나와 즉
시 기동함 

기능버튼 3초동안 길게 누르기 대기 모드

FY G4 GS 는 최상의 안정성을 발휘하는 초경량 3축 핸드핼드 짐벌 입니다.

  고 지 사 항     주 의

Please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Feiyu Tech 
to get related information:  www.feiyu-tech.com
Technical support:  service@feiyu-tech.com

제공된 그림과 같이 짐벌을 조립하십시오.

제공된 USB데이터케이블을 이용하여 펌웨어 업그레이드 또는 설정을 하

십시오.

제공된 충전기로만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짐벌의 전원을 켜기전에 카메라를 견고하게 장착하십시오.

짐벌을 사용하지 않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때에는 먼저 전원을 
꺼 주십시오.

고객의 비정상적인 사용이나 용도외 사용을 금합니다.

제조사는 이장비 사용의 결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도 책임이 없습니다. 

비공인 부품의 사용으로 인한 고장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페이유테크사에 이매뉴얼의 수정 및 보완의 권리가 있습니다.

Everyone 
Can Make a Mov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