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성 :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사용할 수 있는마운트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으며,방수설계된 USB케이블로 우천시에도
지속적인 전원공급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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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90 mm

SBK x EDR

W: 36 mm

４

REC

후면 커버를 여세요.

７
８
９

RESET

사용자 매뉴얼

Dynamic red

Light peach

이 매뉴얼은 SBK S1의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매뉴얼에는 기기의 조작,
액세서리의 설치 및 사용자 주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매뉴얼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에 표시된 그림은 예제로 표기된 것입니다. 제품의 외관과 기능,
프로그램의 구성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１ 카메라 방향 레이저 포인터

５ 멀티펑션전원버튼

２ F2.0 밝기렌즈

６ 충전 램프

３ 에어 덕트

７ 리셋 버튼

４ 녹화 램프

８ 마이크로SD 카드 슬롯
９ USB충전 및 데이터 전송 포트

1

2

3

4

고품질영상 :
저조도 촬영기술과 내진 설계로 어둡거나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풀HD급의 선명한 영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20

초광각렌즈 :
120º의 초광각 렌즈를 채용해 넓은 화각으로 고품질의
다이내믹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Our product has passed the BSMI authentication.：
레이저 포인터 시스템 :
제품의 전원을 켜면 전면에 위치한 레이저 포인터가 약 4초간
촬영 방향의 중앙을비추어 사용자가 실제 영상의 각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 배터리(built-in 720mAh battery) :
S1은 720mAh의 배터리를 내장해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약 1시간 가량 풀HD급 영상촬영이 가능합니다. 남은 전력을
모두 소모하면 제품은 자동적으로 현재 녹화중인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전원을끕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
제품에 사용되는 메모리카드는 클래스10 이상의 제품사용을
권장하며, 최대 64GB의 메모리까지 지원합니다. 가급적
뛰어난 품질의 제품 사용을 권합니다. (MLC타입 사용권장)
OTG연결지원(안드로이드스마트폰-일부 기종 제외) :
OTG 기능이 지원되는 안드로이드스마트폰은 OTG케이블을
사용해 제품과 연결해 영상 재생은 물론 스마트폰 내로 이동
및 복사가 가능하며, 기본 USB케이블을 사용해 PC연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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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듀얼락 스티커를 헬멧에 붙여주세요.

*메모리카드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메모리카드 포맷을 진행해주세요.
(매뉴얼 10페이지와 11페이지 참고)

Tip 1 : 헬멧 상단에 부착

거치대설치
Step 1 : 제품 하단에 듀얼락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Tip 2 : 헬멧 측면에 부착(부착위치에 따라 360º 마운트로
각도를 조절하세요)

D3A318

3M VHB

3M VHB

Step 2 : 거치대 베이스에도듀얼락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바이크

자전거

스쿠터

1920*1080P/30FPS

1280*720P/30FPS

RESET

SBK-S1의 활용 예

카트

120/6G

取出

TM

６

1/2.7 inch CMOS

Lens

1280*720P/60FPS

스케이트보드

TM

TM

3M VHB
TM

Multi-function
Sport Camera

뛰어난 휴대성 :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삼각대 및 거치대등 다양한 곳에
장착해 사용하기 편리하며,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해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순간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５

Neon orange

Fashion white

사진촬영 :
대기상태에서 전원버튼을 빠르게 두차례 눌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Sensor

Video resolution:

메모리카드의 라벨이
위로 향하도록
슬롯에 삽입해 주세요.

루프레코딩 :
전용 프로그램에서 루프레코딩 기능을 허용한 설정에서
메모리가 가득차면 순차적으로 오래된 파일부터 지우며
새로운 영상을 녹화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미려한 유선형디자인 :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으로 고속에서의저항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상촬영이 가능합니다.

Surpass yourself

제품의 뒷면 커버를 열어주세요.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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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 360º 회전 베이스와 마운트를 결합하세요.

메모리 카드 저장소

S B K -S 1 사 용 법

I

H: 27 mm

Stunning yellow

제품사양

TM

Mystery black

영상분할 :
사용자는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2, 3, 5분 간격으로
영상분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치

3M VHB

３

설치

TM

Compression format

H.264

Video format

MOV

Audio

Mono

Memory card

Micro SD/class 10

External power

DC IN: 5V

Internal battery

3.7V/720mAh

Video interval

70mins

Degree of waterproof

IPX4

Dimensions

L90*W36*H27mm

Step 3 : 제품과 베이스를 힘껏 결합해주세요.

Weight

60g 5

Operate temperature

-10℃~60℃

방수커버가 적용된 USB케이블을 사용해 외부로부터
전원공급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켜지며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또한 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기기는 마지막
파일을 저장하고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20℃~70℃

Software

GOM Player,KM Player,Media Player

Storager

Max 64G Micro SD

스키

낚시

서바이벌게임

승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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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수상레저

암벽등반

64G Micro SD

8 HR

32G Micro SD

4 HR

16G Micro SD

2 HR
60 mins
30 mins

8G Micro SD
4G Micro SD

페러글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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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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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재시작 : 전원 버튼 을 다시 누르면 레코딩이 다시
시작됩니다. (보라색 램프 점멸)
전원끄기 : 전원 버튼 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레코딩을
멈추고 전원이 꺼집니다.

Storage temperature

메모리용량

레코딩시작 :메모리를 삽입 후, 전원버튼 을 누르면 보라색
램프가 켜지고 곧바로 빨간색 램프가 점등된 후 녹화를
시작합니다. 녹화중에는 보라색 LED가 계속 점멸합니다.
(녹화를시작할 때 3초간 레이저 포인터가 촬영중인 방향을
가리킵니다)
레코딩중지 : 전원 버튼 을 누르면 녹화는 중지되고 파란색
LED가 점등 상태로 유지됩니다.

메모리 용량별 영상 저장분량(1080P 기준)
등산

전원 온/오프 및 촬영

(제품의 안정적인 녹화를
위해서는 클래스10 이상,
16GB 이상의 메모리
사용을 권장합니다.
저장가능 시간은
사용자의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위해서는 전원을 켠 후
녹화를 일시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촬영

레코딩이 중지된 상태에서
전원버튼 을 빠르게 두번
눌러줍니다.
(영상 촬영 중에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카드의 사용

I

기능 및 특징

3M VHB

기능 및 특징

외관

3M VHB

컬러

3M VHB

컬러

설치된 메모리카드가 없거나 메모리카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 LED가 빠르게 점멸 합니다.
새로운 메모리카드를 기기에 처음 사용할 때에는반드시
메모리카드를 포맷하시기 바랍니다.메모리카드 내 파일이
기기와 매칭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영상을 녹화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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