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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정보

VZ-X 무선, HDMI 및 USB 실물화상기에는 설정에서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형태로 실시간 화상을 찍어서, 컴퓨터, iOS/안드로이드 기기, TV,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로 스트리밍해드리는 3가지 연결 모드가 있습니다: Wi-Fi, HDMI 및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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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멀티조인트 스탠드
자료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다양한 높이, 각도 및 다양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배터리 내장 베이스
VZ-X용의 안정적인 베이스 역할을 수행하며 배터리를 
내장합니다.

VZ-X에 대해 알아보기

3

8메가픽셀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헤드는 방향 설정에 따라 회전이 
가능합니다.

 IPEVO Visualizer 소프트웨어를 통한 USB 모드 사용시 최대 3264 x 
2448의 해상도로 디스플레이합니다.

 (IPEVO Visualizer 소프트웨어를 통한) 단독 HDMI 모드 또는 Wi-Fi 
모드 사용시 최대 1920 x 1080의 해상도로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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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화상회의, 강의 녹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 마이크.

알림: 마이크는 USB 모드에서만 동작합니다.

노출 증가
사물이 너무 어둡게 나올 경우 노출을 증가시킵니다.

노출 감소
사물이 너무 밝게 나올 경우 노출을 감소시킵니다.

초점 버튼
실시간 화상의 초점을 조절하거나 초점 모드를 변경합니다.

 한 번 눌러서 초점을 맞춥니다.
 " 삑 " 소 리 가  날  때 까 지  길 게  눌 러 서  초 점  모 드 를  
오 토 포 커 스 - 싱 글 ( A F - S ) 로  변 경 합 니 다 .  기 본  값 은  
오토포커스-지속(AF-C)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초점 모드를 AF-C로 되돌립니다.

LED 인디케이터
세 가지 색상 – 녹색, 노란색 및 흰색.  

 녹색은 VZ-X의 전원이 켜져있음을 표시합니다.
 노란색은 VZ-X가 Wi-Fi 모드임을 표시합니다.
 흰색은 VZ-X가 사용 중이며 화상을 제공 중임을 의미합니다.

라이트
내장 LED 라이트를 켜고 끕니다.

필터
실시간 화상에 비디오 필터를 
적용합니다.

회전
실시간 화상을 회전합니다.

줌인
실시간 화상을 확대합니다.

줌아웃
실시간 화상을 축소합니다.

파워 스위치
VZ-X의 전원을 켜고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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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X에 대해 알아보기



모드 전환
Wi-Fi 및 USB/HDMI 모드 간을 전환합니다

마이크로 USB 포트
함께 제공되는 마이크로 USB를 사용해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세요:
 USB 모드를 사용해서 VZ-X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HDMI 모드에서 VZ-X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VZ-X의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HDMI 포트
HDMI 케이블(미포함)을 여기에 연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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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전환
주파수를 50Hz 또는 60Hz으로 변경합니다.

VZ-X에 대해 알아보기



액션 버튼
IPEVO Visualizer에서 지원되는 각 기능 모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알림: 액션 버튼은 Wi-Fi 및 USB 모드 모두에서 작동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VZ-X의 배터리 수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체크 버튼

배터리 잔량 레벨 또는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VZ-X가 완충 상태이거나 충전이 완료된 경우 다섯개의 
인디케이터가 모두 표시됩니다.

배터리 상태 인디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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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X에 대해 알아보기



VZ-X 충전

2
VZ-X를 충전 중일 때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표시로 녹색 인디케이터가 반짝이게 
됩니다. VZ-X의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 인디케이터에 불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알림:

(1) VZ-X를 완전 방전 상태로부터 미사용 상태에서 충전하면 약 9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용 상태에서 

충전하면 완충까지의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2)VZ-X의 배터리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 최소 9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작동에 충분한 배터리 전력을 준비하기 위해 VZ-X를 충전해 주십시오. VZ-X를 충전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포함된 Micro-USB 케이블을 VZ-X의 마이크로 USB 포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5V/2A USB 파워 어댑터(미포함)에 연결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어댑터를 전원 공급부에 연결해 주십시오.

알림:

(1) VZ-X를 컴퓨터, TV 또는 프로젝터의 USB 포트를 통해 충전하는 것은 VZ-X를 충전하기에 출력 전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2) 전원 공급부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VZ-X의 남은 배터리 잔량에 관계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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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V/2A USB 파워 어댑터
(피포함)

9hrs



기기에 무선으로 연결하기

VZ-X는 iOS/안드로이드 기기에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이패드 및 아이폰/안드로이드 태블릿, 안드로이드 폰), 맥 또는 PC. 
무선 연결 사용 전에 배터리 체크 버튼을 눌러서 VZ-X의 배터리 전원 잔량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기에서 VZ-X를 무선으로 
사용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사용해 주십시오:

1
iOS 및 Android 기기의 경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소프트웨어인 
"IPEVO Visualizer" 또는 "IPEVO Whiteboard"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맥 및 PC의 경우, http://support.ipevo.com/visualizer에서 "IPEVO Visualizer"
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3
LED 인디케이터를 보고 녹색 및 노란색 라이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신 후, 후면에 있는 모드 전환 버튼을 
이용해서 VZ-X를 Wi-Fi 모드로 전환해 주십시오.

2
전원 버튼을 사용해서 VZ-X를 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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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 무선으로 연결하기

4
귀하의 기기의 Wi-Fi 기능을 켜 주세요. 사용 가능한 Wi-Fi 연결이 있는지 탐색하신 후 VZ-X의 SSID에 
연결해 주세요.
SSID 정보는 VZ-X 바닥면에 위치한 라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IPEVO Visualizer 또는 IPEVO Whiteboard를 실행해서 VZ-X를 귀하의 카메라 기기로 선택해 주십시오. 
VZ-X의 실시간 화상이 기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이제 VZ-X 사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IPEVO Visualizer 및 IPEVO Whiteboard가 제공하는 기능의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http://sup-
port.ipevo.com/visualizer 또는 http://support.ipevo.com/whiteboard를 방문해 주십시오.

알림:

(1) VZ-X는 2.4GHz 대역의 Wi-Fi 네트워크만 지원하며, 5GHz 대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VZ-X의 무선 연결 유효 거리는 33피트(10미터)입니다. 다만, 실제 유효 거리는 장애물 또는 기타 무선 신호에 의한 

방해 등,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최고의 스트리밍 품질을 얻기 위해서 배치 장소를 조정해 주십시오.

(3) VZ-X의 실제 화상 전송률은 사용 중인 네트워크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동일 환경에 여러 개의 무선 

신호가 있을 경우 간섭을 초래하여 전송률을 떨어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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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기

HDMI를 통해 TV,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에 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HDMI 케이블(미포함)을 VZ-X의 HDMI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 케이블의 다른 쪽 긑을 TV, 프로젝터 또는 모니터의 HDMI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2
동봉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VZ-X의 마이크로 USB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 전원 공급을 위해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TV, 
프로젝트 또는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5V/2A USB 파워 어댑터(미포함)을 케이블로 연결한 후 전원 공급부에 꽂아서 VZ-X에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만약 VZ-X가 완충 상태이거나 사용 시간 동안 소모할 충분한 전력이 있을 경우, 전원 공급을 위해 VZ-X를 USB 포트 또는 전원 공급부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VZ-X의 모드 전환을 확인해 주세요. USB/HDMI 모드로 전환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4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서 VZ-X의 전원을 켜주세요. VZ-X의 실시간 화상이 귀하의 HDMI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이제 VZ-X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하기

USB를 통해 컴퓨터(맥/PC/크롬북)를 이용해서 VZ-X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IPEVO Visualizer 또는 기타 호환성이 있는 써드파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프로젝터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VZ-X의 실시간 화상을 큰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다. VZ-X
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1
동봉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VZ-X의 마이크로 USB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그런 다음, 케이블 다른 쪽 끝을 귀하의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2
VZ-X의 모드 전환을 확인해 주세요. USB/HDMI 모드로 전환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3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서 VZ-X의 전원을 켜주세요.

4
IPEVO Visualizer 또는 호환성이 있는 써드파티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셔서 실행해 주세요. VZ-X의 실시간 화상이 귀하의 컴퓨터에 
나타납니다. 이제 VZ-X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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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X 고급 설정 사용하기

Wi-Fi 네트워크 설정을 통해 VZ-X의 고급 설정, 패스워드 보호기능 설정, 펌웨어 업데이트 및 빠른 기능 테스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VZ-X가 귀하의 기기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소프트웨어가 VZ-X를 사용 중이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음의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1
브라우저를 켜고 주소 창에 10.10.10.1을 입력해 주세요.

2
로그인 계정 및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최초 로그인의 경우, 디폴트 
계정 및 패스워드는 admi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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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설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 ""Settings(설정)""에서 VZ-X의 SS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SSID로 변경, 패스워드를 추가하거나, 또는 VZ-X의 무선 보안 
프로토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i) ""System(시스템)""에서 VZ-X의 IP 주소, DHCP IP 주소 및 서브넷 마스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iii) ""Account(계정)""에서 로그인 계정 및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iv) ""Firmware Update(펌웨어 업데이트)""에서 VZ-X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v) ""Quick Test(빠른 테스트)""에서 빠른 기능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VZ-X 초기화

VZ-X를 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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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Z-X가 켜져 있을 경우 전원을 꺼주세요

オフ

노출 증가 및 노출 감소 버틍을 길게 눌러 주세요.

해당 버튼들을 누른 상태에서 VZ-X을 켜주세요. LED 
인디케이터에 세 가지 색상 – 녹색, 노란색 및 흰색 
라이트가 잠깐 표시되고 나면, 버튼에서 손을 떼 
주세요. 이제 VZ-X가 초기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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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装置は、クラスＡ機器です。この装置を住宅環境で使用すると電波妨害を引き起こすことがあります。この場合には使
用者が適切な対策を講ずるよう要求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VCCI-A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FCC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This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minimum distance 20cm between the radiator & your body.

FCC RF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Industry Canada’s licence-exempt RSS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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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evice and its antenna(s)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Cet appareil et son antenne (s) ne doivent pas être situés ou fonctionner en conjonction avec une autre antenne ou émetteur.

IC Certification of Radio Apparatus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ISED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This equipment should be installed and operated 

with minimum distance 20cm between the radiator & your body.

IC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Product Safet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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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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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A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when the equipment is operated in a commercial environment.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manual,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Operation of this equipment in a residential area is likely to cause harmful interference in which case the user will 

be required to correct the interference at his own expense.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authority to operate equipment. 

This device and its antenna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Statement
Warning: This equipment is compliant with Class A of CISPR 32. In a residential environment this equipment may cause radio interference.
CE Mark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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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주의사항

다음의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보관하지 말 것:

・ 열원의 근처
・ 증기 또는 유증기 근처
・ 습도가 높은 장소
・ 모래 또는 먼지가 많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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