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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슬롯 불량

다른 USB슬롯 사용

메모리카드 없음

메모리카드 삽입

접착스티커 사용시 주의사항
3M 접착스티커를 붙일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표면의
이물질이나 왁스, 먼지 등은 접착력을 약하게 합니다.
3M 접착스티커는 가급적 실내에서 사용하세요. 낮은 기온이나
젖은 표면상태로는 접착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M 접착스티커는 매끄러운 표면에만 사용하세요. 거친 표면이나
공기통로가 있는 경우 접착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운트가 기기에 완전히 부착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안정적인 접착력을 위해서는 기기를 사용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부착하세요.

Lock
Lock
Dual
3M
TM

Dual

360º 회전 마운트

마이크로SD 메모리 카드를 설치할 때는 기기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메모리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카드를 수평으로
정확하게 삽입하지 않을 경우 카드가 손상되어 파일을 읽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운트 베이스

데이터가 손실 될 수 있으니 데이터 전송 중 USB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3M VHB

3M VHB

SBK-S1의 후면커버는 방수 처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후면커버는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물기로부터 기기를 보호합니다.
후면커버를 따로 분리하여 깨끗한 물로 청소하고 물기를 말려서
기기에 다시 장착할 수 있습니다.

3M VHB

경고 : 후면커버가 완벽하게 결합되지 않은 경우 습기 혹은
수분으로 인해 기기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섭씨 -10º~60º의 기온에서 사용하십시오. 기기를 고온에 오랫동안 두지
마십시오. 고온은 기기의 전자 부품과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기기는 물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SBK-S1은 풀HD 고성능, 다목적 카메라 입니다. 작은 크기의 카메라를
기어방식 마운트를 통해 단단하게 고정하여모든 여행에서 당신과
주변의 매력적인 장면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O63992000

O63993000

O63994000

제품에 대해서만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서에 구입일자 및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간 보증이
유효합니다. 공식수입사는 손상된 부위에 대한 수리 및 교체를
지원합니다. 보증은 사고로 인한 파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공식수입사의 허가 없이 분해한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추락, 스크래치, 오염, 누수 등에
의한 손상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TM

3M 접착테이프

O63995000

저희 제품은 검사를 마친 후 출고됩니다. 따라서 기기의 렌즈
전면의 투명 덮개나 메모리카드 슬롯 내에 있는 스프링이 손상된
경우 등은 사용자의 과실로 간주되어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방수 USB 케이블

O63996000

방수케이블 내부의 금속 부분에 대한 녹은 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USB
데이터 케이블

O63997000

RESET

방수커버

블랙
레드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핑크

O63998000
O63991110
O63991880
O63991920
O63991960
O63991990

연결케이블을 꺾는것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이유로 인해 손상된
액세서리는 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품보증서가 없거나 보증서에 구입일자와 판매자의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보증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기를 작동할 때 주의하여 다루어주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신다면
기기의 작동수명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SBK-S1을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7

18

구입처 날인을 받으셔야 보증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품 구입시 필히
제품보증서에 날인을 받으시고 분실 및 훼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착점 상호명 :
장척점 전화번호 :
제품 시리얼 번호 :
장착일 :

시리얼 넘버나 봉인이 떨어진 제품 및 확실히 파괴된 제품(전자
부품 손실, 외부 케이스 파손 등)은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TM

TM

기본 제공되는 USB케이블 이외의 범용USB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파일을 읽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수처리

보증 제외 항목

사용자가 기기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물속에서 사용한 경우의
고장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렌즈가 오염되면 깨끗한 물티슈와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알콜이나화학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듀얼락 스티커는 매끄러운 표면에서 완전하게 고정한 후 48시간
이후부터 사용하십시오.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나 48시간 이내에
사용시에는 격렬한 진동으로 기기가 분리되어 파손될 수
있습니다.(사용상 발생하게 되는 스크레치는 워런티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O63991000

TM

평면듀얼락 베이스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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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스 적용

듀얼락 접착스티커

TM

TM

12

바이오스 해제

본 제품(SBK S1)은 공식수입사인 '모토캠(MOTOCAM)'을 통해 수입된
Lock
Lock
Dual
Dual
3M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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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케이블 불량

매뉴얼 10페이지
참고
케이블 교체

카드 애러

기기는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진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질 경우 렌즈가 분리되어 영상이 흐려지거나 내부 부속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사용후에는 기기를 마운트에서 분리해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기기를 직사광선
아래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올바른 사용법은 기기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기기의 외부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후면커버를 개방하지
마시오. 기기 내부의 침수라벨의 색상이 변한 제품의 손상은 소비자
과실로 간주됩니다.

서비스 보증 내용

3M VHB

10 시간 업데이트 : 해당 기능 적용시 SBK-S1은 사용중인
PC의 시간을 따르게 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최대한 빠르게 기기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시간과 기기에 설정된 시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충전

3M VHB

9. 메모리카드 포맷 : 사용중인 메모리카드 포맷을 원할 시
해당 기능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서 기기를 부팅하세요.

＊ 사용자는 컴퓨터로부터 S1에 동기화한 시간을 최대한 오차 없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기기를 재시작 해야 합니다.

리셋 버튼 누름

4. 전원 주파수 : 한국내에서는 60Hz를 선택하세요.

8 노출설정(60-160) : 영상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 수록 어둡고, 높을수록 밝게
녹화됩니다.(기본값 : 120)

Step 7 : 컴퓨터에서 이동식 저장장치로 인식하고 있는 S1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USB 케이블에서 분리합니다.

기기멈춤

빨간색과 파란색
배터리 부족
램프 동시에 점멸

빨간색과 파란색
램프 빠르게
교차점멸

7 영상해상도 (1080p/30f, 720p/60f, 720p/30f) :
녹화되는 영상의 해상도와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Step 5 : 폴더 내에 SETUP.bin 파일과 BACKUP.txt 파일이
생성됩니다.

작동되지 않음

PC연결 안됨

6. 파일분할(2분, 3분, 5분) : 영상이 나눠지는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ep 2 :SETUP_SBK.rar 파일의 압축을 현재 폴더에 해제하세요.
SETUP_SBK.exe 파일이 생성됩니다.

충전

3. 타임코드 스템프 (ON/OFF) : 영상 우측 상단에
기록되는 타임코드의 표시를 켜고 끕니다. 타임코드
스템프를 끈 경우, 날짜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영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충격감지 : 충격감지에 대한 민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충격감지가 적용되면 해당 영상은 'EVENT'폴더에 별도
저장되며 루프레코딩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벤트
영상이 누적이 되면 루프레코딩 기능이 제한되어 녹화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Step 1 : 제품 후면부의 커버를 열고 메모리카드를
넣어주세요. 제공되는 USB케이블을 사용해 PC와
연결하시면 아래와 같은 파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배터리 부족

TM

기능설정

켜지지 않음

이 설명서의 마지막 페이지는 제품보증서입니다.
반드시 판매자의 정보와 구매일자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보증 서비스는 공식수입사의 조건에 따릅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 중 기기의 조작을 하지마십시오.

3M VHB

설정값 지정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기를 활성화
해서 설정값을 기기에 적용하십시오

해결방법

3M VHB

2. 음성녹음 (ON/OFF) : 영상파일에 음성 녹음을 켜고
끕니다. 음성녹음을 끈 경우, 영상파일에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습니다.

시간동기화 및 메모리 포맷, 각종 설정값을 지정 후
반드시 S1의 메모리 내에 설정 데이터가 저장되도록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3M

SBK S1은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설정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지시사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TM

1. 루프레코딩 (ON/OFF) : 메모리가 가득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래된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운 파일을
녹화하는 기능을 켜고 끕니다. 루프레코딩 기능을 끈 경우,
메모리가 가득차면 녹화는 중지 됩니다.

각 설정값에 대한 설명

TM

Step 6 :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구성품

Lock

Step 4 : 각 기능별 설정값을 세팅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사용자 주의사항

Lock

Step 3 : SETUP_SBK.exe 파일을 실행하세요.

FAQ

기기운영

기기운영

Dual

사용자 설정 프로그램

기기운영

Dual

기 기운영

기기운영

기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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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K S1 공식수입원
MOTOCAM(모토캠)
t. 070-4120-7994
f. 0303-3440-7994
e. foxeye@motocam.co.kr
KakaoTalk ID. ‘motocam’
w. www.motoc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