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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참고 사항

범례

경고 중요 힌트 및 팁 참조

처음 사용 전 읽어보기

DJITM Goggles를 사용하기 전에 아래 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DJI Goggles 구성품 설명서

2. DJI Goggles 고지 사항 및 안전 가이드 

3. DJI Goggles 퀵 스타트 가이드

4. DJI Goggles 사용자 매뉴얼

구성품 설명서에 기재된 부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식 DJI 웹사이트의 모든 튜토리

얼 영상을 시청하고 고지 사항을 읽어 법적 권리와 책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퀵 스타트 가이드를 검토하여 첫 사용을 

준비하고,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설치, 유지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된 질문

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DJI 또는 DJI 공인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튜토리얼 영상

아래 링크의 튜토리얼 영상을 시청하여 DJI Goggles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http://www.dji.com/dji-goggles/info#video

DJI Assistant 2 다운로드

DJI ASSISTANTTM 2 다운로드

http://www.dji.com/dji-goggles/info#downloads 

DJI Assistant 2는 Windows 7 이상 또는 Mac OS X 10.11 이상을 지원합니다.

 키워드 검색
항목을 찾으려면 “배터리” 및 “설치” 같은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Adobe Acrobat Reader로 이 문서를 열었다면 

Windows에서는 Ctrl+F를, Mac에서는 Command+F를 눌러 검색합니다.

 항목으로 이동
목차에서 전체 항목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섹션으로 이동하려면 항목을 클릭합니다.

 이 문서 인쇄
이 문서는 고해상도 인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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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소개

DJI Goggles(“Goggles”)에는 DJI 기체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디스플레이와 지연 시간이 극도로 짧은 동영상 다운

링크가 탑재되어 있어 실시간 항공 FPV(1인칭 시점)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Goggles를 사용하여 HD 동영상을 재

생할 수 있으므로 몰입감 넘치는 고해상도 화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기능성 설계로 오른손만 사용해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Goggles는 헤드 추적을 지원하여 헤드 움직임

을 통해 기체 및 짐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DJI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를 사용하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비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눈에 보기

1. 터치 패널

2. 헤드 밴드

3. 충전 상태 표시기

4. Micro USB 포트

5. 헤드 밴드 손잡이

6. 스피커

7. 전원 버튼

8. 배터리 잔량 표시기

9. 뒤로 버튼

10. 기능 버튼

11. 연동 버튼

12. 연동 상태 표시기

13. IPD(동공간 거리) 다이얼

14. 렌즈

15. 근접 센서

16. 헤드 밴드 버클

17. 열 배출구

18. Micro SD 카드 슬롯

19. 3.5mm 오디오 포트

20. HDMI Type-D 포트

21.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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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착용

1. 헤드 밴드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Goggles 본체 위 슬롯에 끼웁니다. 이제 단단히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Goggles를 안경 위에 착용할 수 있습니다.

 Goggles 착용 시 고글 바깥 세상을 보려면 Goggles 본체를 열어젖힙니다.

3. IPD 다이얼을 돌려 이미지가 적절히 정렬될 때까지 렌즈 사이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2. 렌즈를 눈에 맞게 조정하고 헤드 밴드를 아래로 당깁니다. Goggles가 얼굴과 머리에 편안하게 들어 맞을 때까지 

헤드 밴드 손잡이를 조정합니다.

찰칵

헤드 밴드를 풀려면 헤드 밴드 버클을 누르고 반대 방향으로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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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작동 제어

[1]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른 다음 다시 길게 누르면 Goggles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기에 현재 배터

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배터리 잔량 높음낮음

[2] 배터리 잔량 표시기
배터리가 꺼졌을 때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배터리 잔량 표시기가 켜져 현재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충전 및 방전 중에도 배터리 잔량 표시기에 현재 배터리 잔량이 표시됩니다. 표시기 상태는 아래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LED 켜짐    LED 깜박임    LED 꺼짐

배터리 잔량 표시기
LED1 LED2 LED3 LED4 배터리 잔량

87.5%~100%

75%~87.5%

62.5%~75%

50%~62.5%

37.5%~50%

25%~37.5%

12.5%~25%

0%~12.5%

=0%

[3] 터치 패널
오른손으로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화면 작업을 제어합니다.

메뉴 탐색 및 오른쪽/왼쪽으로 밀기

메뉴 탐색 및 위아래로 밀기

탭하여 확인

작동하지 않도록 터치 패널 잠금

터치 패널 잠금 해제

바로 가기 메뉴 들어가기

바로 가기 메뉴 종료

길게 탭하여 스크린샷을 만들면 이미지가 Goggles의 Micro SD 카드에 저장됩니다.*

* Goggles에 Micro SD 카드가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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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전 상태 표시기
현재 충전 상태를 나타냅니다. 즉, 빨간색, 노란색, 녹색 LED는 순서대로 각각 충전 수준 부족, 중간, 높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빨간색으로 깜박임 빨간색 유지 노란색 유지 녹색 유지
헤드 밴드 비정상 0~29% 30~89% 90~100%

[5] 뒤로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현재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에서 나갑니다.

[6] 기능 버튼
포커스를 지원하는 기체(예: MAVICTM Pro, PHANTOMTM 4 Pro)의 경우 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포

커스 커서가 표시되며 한 손가락으로 터치 패널을 앞/뒤로 밀면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헤드를 움직인 다

음 터치 패널을 탭하여 초점을 설정합니다.

Goggles은 Mavic Pro에서 최대 4배 확대를 지원합니다.

Fn

기능 버튼

뒤로 버튼

[7] 연동' 버튼
OCUSYNCTM로 기체와 연결되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연동 버튼을 눌러 연동을 시작합니다.

[8] 연동 상태 표시기
Goggles와 기체의 연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표시기는 연동을 진행하는 동안 빨간색으로 켜지며 연동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켜집니다.

연결

Goggles는 광범위한 DJI 기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연결하십시오.

Mavic Pro
OCUSYNC를 사용하면 Goggles를 Mavic Pro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동하기 전에 Mavic Pro의 제어 모드 스위치를 RC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DJI GOTM 4 앱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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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Goggles 사용자 매뉴얼

 조종기와 Goggles를 같은 사용자가 조작할 경우 안전한 비행을 위해 지침과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스포

터(spotter)가 필요합니다.

 헤드 트래킹 비행에서는 Goggles와 조종기 모두를 사용하여 기체 요(yaw)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헤드 트

래킹 짐벌 기능을 사용하면 짐벌은 Goggles의 움직임만으로 이동됩니다.

연결 방법

1. 기체 및 조종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연동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Goggles를 착용하고 전원을 켭니다.

3. Goggles의 연동 버튼을 누르거나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도구 > 설정 > 연동 설정"으로 이동하고 빠른 연동 을 

선택한 후 확인합니다. 연동 대기 중에는 Goggles의 연동 상태 표시기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4. Mavic Pro의 연동 버튼을 누릅니다. 연동되면 Goggles의 연동 상태 표시기가 녹색으로 켜집니다.

 Goggles

√ 실시간 뷰

√ 헤드 트래킹

√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조종기
 DJI GO 4 앱

√ 실시간 뷰

√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표준 모드
표준 모드는 1인 및 2인 조작자 기체 제어 모두에 적합합니다. 이 모드에서 Goggles 조작자는 실시간 FPV를 통해 환

경을 보고 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조종기를 사용하는 조종사는 비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Goggles 착용

자는 머리를 움직여 기체 방향 또는 짐벌 이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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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조종기만 비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조작자가 기체를 동시에 제어하는 경우 주 조종기의 명령이 기체 이동을 우선 제어합니다(제어 스틱과 

짐벌 다이얼). 보조 슬레이브 조종기는 주 조종기가 2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동하지만, 주 조

종기는 언제든지 보조 조종기의 명령을 번복하고 제어 권한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조종기는 다른 

명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선 순위를 따릅니다.

연동 방법 

1. 기체 및 주 조종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Goggles를 착용하고 전원을 켭니다.

3.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도구 > 설정 > 연동 설정" 으로 이동합니다.

4. "고급 연동 > 고글 한 세트 연결" 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연동 대기 중에는 Goggles의 연동 상태 표시기가 빨간

색으로 켜집니다.

5. Mavic Pro의 연동 버튼을 누릅니다. 연동되면 연동 상태 표시기가 녹색으로 켜집니다.

6. Goggles에서 "조종기 연결" 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7. 보조 슬레이브 조종기 전원을 켜고 모바일 기기에 연결합니다.

8. DJI GO 4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 보기로 들어갑니다.  을 누른 다음 "조종기 연동 > 보조 조종기" 를 선택하면 수 초 

내에 연동됩니다..

 조종기(주)

 DJI GO 4 앱

√ 실시간 뷰

√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Goggles(보조)

√ 실시간 뷰

√ 헤드 트래킹

√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조종기(보조 슬레이브)

+2초

비행 모드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뷰를 지원하지 않고 설정만 지

원합니다.

훈련 모드
훈련 모드는 두 명의 조작자가 기체를 제어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 모드에서 슬레이브 조종기를 사용하는 Goggles 조

작자는 실시간 FPV를 통해 환경을 보고 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조종기를 사용하는 조종사는 비행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Goggles 착용자는 머리를 움직여 기체 방향 또는 짐벌 이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조종기의 제어 우선 순위

보다 떨어지는 보조 슬레이브 조종기를 사용하여 기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Goggles 및 주 조종기와 연결된 DJI 

GO 4 앱에서만 실시간 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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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Goggles 사용자 매뉴얼

 조종기와 Goggles를 한 사람이 조작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지침과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스

포터가 필요합니다.

 주 조종기만 비행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조 Goggles는 헤드 트래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두 조작자가 기체를 동시에 제어하는 경우 주 슬레이브 조종기의 명령이 기체 이동을 우선 제어합니다(제

어 스틱과 짐벌 다이얼). 보조 슬레이브 조종기는 주 슬레이브 조종기가 2초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동하지만, 주 슬레이브 조종기는 보조 조종기의 명령을 번복하고 제어 권한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조종기는 다른 명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선 순위를 따릅니다.

연결 방법

1. 주 Goggles를 착용하고 전원을 켭니다.

2.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도구 > 설정 > 연동 설정" 으로 이동합니다.

3. "고급 연동 > 고글 두 세트 연결 > 주 조종기" 를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연동 대기 중에는 연동 상태 표시기가 빨

간색으로 켜집니다.

4. Mavic Pro의 연동 버튼을 누릅니다. 연동되면 연동 상태 표시기가 녹색으로 켜집니다.

5. Goggles에서 조종기를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주 슬레이브 조종기 전원을 켜고 필요한 경우 모

바일 기기에 연결합니다.

6. DJI GO 4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 보기로 들어갑니다.  을 누른 다음 "조종기 연동 > 주 조종기" 를 선택합니다. 

수 초 후에 연동됩니다.

7. 보조 Goggles와 슬레이브 조종기 페어를 위해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Goggles에서 "고급 연동 > 고글 두 세트 

연결 > 보조 조종기" 를 선택한 다음 모바일 기기에서 "조종기 연동 > 보조 조종기" 를 선택해야 합니다.

• Goggles(보조)

√ 실시간 뷰

√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 헤드 트래킹

• Goggles(주)

√ 실시간 뷰

√ 헤드 트래킹

 √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 조종기

   (주 슬레이브)

• 조종기 

  (보조 슬레이브)

+2초

비행 모드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보기는 지원하지 
않고 설정만 지원합니
다.

실시간 뷰는 지

원하지 않고,

설정만 

지원합니다.

멀티 사용자 모드
멀티 사용자 모드는 2인 이상의 기체 조작자 제어에 적합합니다. 이 모드에서 슬레이브 조종기를 가진 Goggles 조

작자는 실시간 FPV를 통해 환경을 보고 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Goggles만 실시간 뷰를 지원하며 주 

Goggles만 헤드 트래킹을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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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DJI 기체
Goggles는 다른 DJI 기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체가 조종기에 연동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Goggles를 조종기의 

Micro USB 포트 또는 HDMI 포트에 연결합니다.

HDMI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Goggles 헤드 밴드 왼쪽에 와이어 클립을 고정할 수 있으며, HDMI 케이블을 

클립의 홈을 통해 사용자의 뒤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

Goggles의 기본 화면과 기능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INSPIRETM 2
PHANTOM 4 시리즈*
SPARKTM **

INSPIRE 시리즈
PHANTOM 4 PRO+
PHANTOM 4 ADVANCED+

Micro USB 케이블 HDMI 케이블

헤드 트래킹,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및 실시간 보

기를 지원합니다.

실시간 뷰만 지원합니다. 기체 조작은 지원되지 않습

니다. 

* Phantom 4 Pro+/Advanced+ 조종기에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OTG 케이블을 조종기의 Micro USB 포트에 연결한 다음, Micro USB 케이블로 고글에 연결합니다. 

IN-FlIGHT (GPS) 100%
02:36

60%

200MD

H 300m

HS 10m s

VS 2.5 m s

VPS 2.5

10˚

m

Vibrations Detected in
Gimbal Pitch Axis

LIVEVIEWISO AUTO 720P60F 2.8 EV 0.0S

FLIGHT MODE GPS

12

1 2 3 4 5 6 7 8 9 10

1516

11

12

13

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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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체 상태
 기체의 비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2. 비행 모드
 현재 비행 모드를 나타냅니다.

3. 장애물 감지 상태
 장애물이 기체에 가까이 오면 빨간색 막대가 표시됩니다. 장애물이 감지 범위에 있으면 주황색 막대가 표시

됩니다.

4. GPS 상태
 GPS 신호 강도를 나타냅니다.

5. 조종기 신호 강도 
 조종기 신호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6. 연결 상태
 기체와 Goggles의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녹색은 정상적인 신호 연결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약하거나 불안정한 

신호 연결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연결이 끊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Goggles에서 자동으로 재연결

을 시도합니다.

7. 터치 패널 잠금 상태
 터치 패널의 잠금 상태를 나타냅니다. 잠긴 터치 패널은 우발적인 제어를 방지하기 위해 터치에 반응하지 않습니

다. 잠금을 해제하려면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앞으로 미십시오.

8. 비행 시간
 기체의 비행 시간을 보여줍니다.

9. 기체 배터리 잔량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의 현재 배터리 잔량을 보여줍니다.

10. Goggles 배터리 잔량
 Goggles의 현재 배터리 잔량을 보여줍니다.

11. 안내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위 또는 아래로 밀어 선택하고 탭하여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2.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탭하여 TapFly, ActiveTrack, Terrain Follow, 삼각대 모드 및 기타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13. 도구
 탭하여 Goggles 설정을 지정하고 자동 이륙/착륙, HDMI 동영상 재생 또는 비행 사진/동영상 재생을 선택합

니다.

 설정 메뉴는 또한 동영상 튜토리얼 , 연동 설정 , 언어 설정 , 볼륨 설정 , 짐벌 모드 , AR 경로 설정 등을 포함

합니다 . 

  짐벌 모드

 FPV 모드 : 짐벌이 기체 움직임과 동기화해 1 인칭 비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 

 팔로우 모드 : 짐벌이 카메라를 고정해주어 안정적이고 수평 뷰를 선사합니다 .

  AR 보조 설정

 고정익 모드 AR: 고정익 모드에서 기체의 비행 경로를 표시합니다 . 

 헤드 트래킹 짐벌 AR 보조 : 짐벌의 중앙 위치를 나타냅니다 . ( 기체의 전방 방향 )

 헤드 트래킹 비행 AR 보조 : 기체 요 (yaw) 및 스로틀 (throttle) 의 게인값을 나타냅니다 . 

14. 카메라 설정/촬영/녹화 버튼
 탭하여 카메라의 ISO, 셔터, 조리개 및 자동 노출 값을 설정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어 사진 촬영 또는 녹화 모드로 전환합니다. 탭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 녹화를 

시작/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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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카메라 설정값 및 실시간 뷰 모드*
 카메라의 설정값과 실시간 뷰 모드를 표시합니다.

16. 비행 고도
 삼각형은 기체가 향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수평 레벨은 기체의 롤 각도를 나타냅니다.

 눈금자는 짐벌의 틸트 각도를 나타냅니다.

 삼각형 옆의 원호는 헤드 트래킹 짐벌이 설정될 때 짐벌의 요(yaw) 각을 나타냅니다.

17. 비행 원격 측정
 비행 원격 측정은 기체와 홈 포인트 사이의 가로/세로 거리, 그리고 이 가로/세로 거리를 기체가 이동한 속도를 

측정합니다. 기체가 지상에 근접하면 고도가 표시됩니다.

* Goggles의 실시간 뷰 모드는 기체의 동영상 녹화와 상호 작용합니다. 

 실시간 뷰 모드가 HD 모드일 때 동영상 녹화는 1080p30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Smooth 모드에 있을 때는 동영상 녹화가 1080p60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체의 동영상 녹화 모드를 변경하면 Goggles의 실시간 보기는 우선적으로 일치하는 형식(1080p30 HD 또는 720p60 Smooth 모드)으로 동

기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 보기 모드를 720p30으로 조정합니다.

기체 제어

다른 기체에 연결했을 때 Goggles의 기능 지원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Mavic Pro Spark Phantom 4 Pro/
Advanced 시리즈 Phantom 4 Inspire 2 Inspire 1 시리즈

헤드 트래킹 비행 √ √ √ √ √ ×

헤드 트래킹 짐벌 √ √ √ √ √ ×

초점 √ × √ × √ ×

자동 이륙/리턴 투 홈 √ √ √ √ × ×

TapFly √ √ √ √ × ×

ActiveTrack √ √ √ √ × ×

Terrain Follow √ × √ √ × ×

삼각대 √ √ √ × × ×

Cinematic √ × × × × ×

고정익 √ × × × × ×

* 일부 기능은 나중에 지원되므로 향후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Mavic Pro 에 연결하면 조종기를 사용하여 Goggles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5D 버튼 = 터치 패널 , C1 버

튼 = 기능 버튼 , C2 버튼 = 뒤로 버튼 . C1 및 C2 버튼을 동시에 눌러 바로 가기 메뉴로 이동하고 C2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 이러한 조종기 버튼은 Goggles 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며 원래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 

주의하며 비행하십시오 .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Goggles는 TapFly, ActiveTrack, Terrain Follow, 삼각대, 고정익 등과 같은 DJI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를 지원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체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로 이동하고 해당 버튼을 선택하여 원하는 모드를 실행합니다. 

Goggles에서 다음과 같이 TapFly, ActiveTrack 또는 고정익을 실행합니다.

1. TapFly

 a)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로 이동합니다.

b) 머리를 움직여 Goggles에서 커서를 제어한 다음 터치 패널을 탭하여 목표 방향을 확인하고  아이콘이 나타

나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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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시 한 번 탭해 선택을 확인하면 기체가 해당 방향으로 비행합니다.

 d) Goggles에서 뒤로 버튼을 눌러 현재 목표 방향 또는 TapFly를 종료합니다.

2. ActiveTrack

a)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 ActiveTrack”으로 이동합니다.

b) 머리를 움직여 Goggles에서 커서를 제어한 다음 터치 패널을 탭하여 목표 대상을 선택합니다. 대상이 자동으

로 인식되지 않으면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오른쪽 하단 모서리까지 머리를 움직여 대상 주위로 상자를 드래그

합니다.

추적 중이면 상자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상자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식별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시도해야 합

니다.

c) 다시 한 번 탭해 선택을 확인하면 기체가 목표 대상을 추적합니다.

d) Goggles에서 뒤로 버튼을 눌러 현재 목표 대상 또는 ActiveTrack을 종료합니다.

3. Fixed-Wing 

a)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모드 > 고정익”으로 이동합니다.

b) 기체의 전진 속도가 3m/초를 초과하면 고정익 크루즈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oggles에서 기능 버튼을 

누르거나 터치 패널을 탭하여 고정익 모드로 진입합니다.

c) Goggles에서 뒤로 버튼을 눌러 고정익 모드를 종료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
터치 패널에서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아래로 밀면 바로 가기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커서를 움직이고 터치 패널

을 탭하여 기능을 켜고 끕니다.

Goggles는 헤드 추적 기능을 지원하여 기체가 헤드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1. 헤드 트래킹 비행 

 머리를 움직여 기체와 짐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리면 기체의 요(yaw)가 제어되며 위아래

로 돌리면 짐벌의 피치(-90°~30°)가 제어됩니다.

2. 헤드 트래킹 짐벌

 머리를 움직여 짐벌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리면 기체의 요(yaw,-30°~30°)가 제어되며 위아

래로 돌리면 짐벌의 피치(-90°~30°)가 제어됩니다.

3. 모션 제어 재설정

 짐벌을 중심 위치로 설정하거나 조종기 가운데 지점에서 요(yaw) 스틱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헤드 트래킹은 이 지

점에 중심을 맞춥니다.

Tools 설정에서 헤드 추적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 트래킹이 설정되면(특히 헤드 트래킹 비행), 기체 요(yaw) 또는 짐벌 이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주의

하여 비행하고 조종기 제어에 유의하십시오.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부드러운 실시간 뷰를 위해 720p60의 높은 프레임 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

다.

 TapFly 및 ActiveTrack를 사용할 때는 바로 가기 메뉴의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고정익 모드를 사용할 때는 헤드 트래킹 비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익 크루즈 옵션으로 진입하기 

전에 이 헤드 트래킹 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이 때 머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영상 재생

Goggles를 통해 비행 동영상 또는 HD 동영상 콘텐츠를 보고 몰입감 넘치는 화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비행 사진 및 동영상
"도구 > 재생"을 선택하면 비행 사진 및 동영상 또는 데모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재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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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저장 장치
기체에서 Micro SD 카드를 꺼내고 Goggles의 Micro SD 카드 슬롯에 끼운 다음 "로컬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기체 저장 장치
"기체 앨범"를 선택하면 기체에 저장된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사진/동영상을 탐색할 때 위/아래로 밀어 다운

로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체로 녹화한 720p 및 1080p 동영상만 로컬 저장소 또는 기체 앨범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은 Mavic Pro, Spark 및 Phantom 4 Pro/Advanced 시리즈 기체에서만 지원됩니다 . 사진/동영상을 

다운로드할 때는 Goggles에 Micro SD 카드가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런 후에 "Local Storage"에

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Mavic Pro 와 함께 Goggles 를 사용할 때 실시간 보기 대신 기체 저장 장치의 동영상을 재생하는 경우 이 

동영상은 모든 기기에 동시에 표시됩니다 . 안전을 위해 비행 중에는 기체 저장 장치의 동영상을 재생하지 

마십시오 . 

동영상 재생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Goggles에 동영상 소스를 연결하고 "도구 > HDMI 입력"을 선택하여 HD로 볼 수 있습니

다. 밝기, 볼륨 및 확대/축소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oggles 충전

1. 배터리 충전기를 전원 콘센트(100~240V, 50/60Hz)에 연결합니다. 

2. Goggles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헤드 밴드의 충전 포트를 포함된 Micro USB 케이블로 충전기에 연결합니다. 

200MD

H 300m

HS 10m s

VS 2.5 m s

VPS 2.5 m

IN-FlIGHT (GPS)

Local Storage Demo VideosAircraft Storage

100%
02:36

60%

12

FLIGHT MODE GPS

LIVEVIEWISO AUTO 720P60F 2.8 EV 0.0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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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전 시 충전 상태 표시기가 빨간색, 노란색, 녹색 순서대로 켜집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기가 녹색으로 깜박이면

서 현재 배터리 잔량을 나타냅니다.

4. 충전 상태 표시기 또는 배터리 잔량 표시기가 꺼지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충전기에서 Goggles를 

분리하십시오.

충전 중 배터리 잔량 표시기
LED1 LED2 LED3 LED4 배터리 잔량

0%~25%

25%~50%

50%~75%

75%~100%

충전 완료

 안전을 위해 전원이 켜져 있을 때 Goggles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비표준 충전기를 사용할 때는 최대 출력 전압이 12V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Goggles의 배터리는 헤드 밴드에 있습니다. 충전을 위해 충전기에 헤드 밴드를 개별적으로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충전 상태 표시기가 꺼지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것입니다.

 충전에는 표준 충전기를 권장합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기타 충전기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Goggles와 표준형 충전기에는 Qualcomm  Quick Charge™ 3.0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2017  DJI All Rights Reserved.  17

펌웨어 업데이트

DJI Assistant 2

DJI Assistant 2를 사용하여 Goggles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Goggles의 전원을 켜고 Micro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Goggles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DJI Assistant 2를 실행하고 등록된 DJI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 “Goggles”를 선택하고 왼쪽의 “Firmware Upgrade”를 클릭합니다. 

4. 필요한 펌웨어 버전을 선택합니다.

5. DJI Assistant 2에서 자동으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합니다.

6.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Goggles를 다시 시작합니다.

DJI Assistant 2를 사용하여 기체와 Mavic Pro 및 Goggles의 조종기를 동시에 업데이트합니다(표준 모드용 연결 토

폴로지만 지원).

1. 모든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기체가 조종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Micro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조종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3. DJI Assistant 2를 실행하고 등록된 DJI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4. “RC for Mavic Pro”를 선택하고 왼쪽의 “Firmware Upgrade”를 클릭합니다. 

5. 필요한 펌웨어 버전을 선택합니다.

6. DJI Assistant 2에서 자동으로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합니다.

7.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모든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DJI GO 4 앱

DJI GO 4 앱을 사용하여 기체와 Mavic Pro 및 Goggles의 조종기를 동시에 업데이트합니다(표준 모드용 연결 토폴

로지만 지원). 

1. 모든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기체가 조종기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DJI GO 4 앱에서 조종기를 연결합니다. 새 펌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를 시작하려면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3.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모든 기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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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유지 관리

청소하기 전에 전원 콘센트에서 충전기를 빼고 연결된 케이블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Goggles 청소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Goggles의 표면을 닦아 줍니다.

안면 패드를 청소하려면 먼저 왼쪽 또는 오른쪽을 안쪽으로 민 다음 반대쪽 부분을 분리합니다. 안면 패드 위에 물을 

부은 다음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닦아 냅니다. 안면 패드의 돌출부를 Goggles 본체의 구멍과 정

렬한 다음 단단히 장착되도록 함께 눌러 줍니다. 

렌즈 유지 관리

포함된 청소용 천으로 렌즈를 부드럽게 닦아 줍니다.

1. 청소용 천에 알코올 또는 렌즈 클리너를 적십니다.

2. 렌즈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아 줍니다.

 절대로 알코올을 사용해 헤드 밴드의 패딩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렌즈는 깨지기 쉬우므로 부드럽게 청소하십시오. 전반적인 시각 환경을 저하할 수 있으니 긁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Goggles는 높은 온도와 습도 환경으로 인해 렌즈가 손상되지 않도록 건조한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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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중량(일반)
Goggles 본체: 495g

헤드 밴드: 500g

크기
Goggles 본체: 195×155×110mm 

헤드 밴드(접은 상태): 255×205×92mm

화면 크기 5인치×2 

화면 해상도 3840×1080(단일 화면: 1920×1080)

재생률 60Hz

FOV 85°(단일 화면)

동공간 거리 범위 58~70mm

통신 주파수 2.4GHz

최대 전송 거리 연결된 기체와 동일 

실시간 뷰 모드 1080p30, 720p60, 720p30

최소 동영상 다운링크 지연

(근접 필드, 간섭 없음)

110ms(Mavic Pro, 720p60, 동영상 형식: 720p120) 

150ms(Spark, 720p30, 동영상 형식: 1080p30)

150ms(Phantom 4 Pro/Advanced 시리즈, 720p60, 

동영상 형식: 720p60/720p120)

167ms(Phantom 4, 720p30, 동영상 형식: 720p60)

140ms(Inspire 2+X5S, 720p60, 동영상 형식: 1080p120) 

190ms(Inspire 2+X4S, 720p60, 동영상 형식: 1080p60)

I/O 인터페이스
Micro USB 포트, 3.5mm 오디오 포트, HDMI Type-D 포트,

Micro SD 카드 슬롯 

HDMI 지원됨 HDMI 1.4b, HDCP 1.4 

센서 자이로스코프, 가속계, 근접 센서

작동 온도 범위 0°~40°C(32°~104°F)

배터리 용량 9440mAh 

배터리 에너지 35.44Wh 

최대 작동 시간 6시간

충전기
입력: 100~240VAC, 50/60Hz, 0.5A

출력: 5V  3A / 9V  2A / 12V  1.5A

DJI incorporates HDMITM technology.
The terms HDMI and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and the HDMI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HDMI Licensing LLC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Qualcomm Quick Charge is a product of Qualcomm Technologies, Inc.
Qualcomm is a trademark of Qualcomm Incorporated, registered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Quick Charge is a trademark of Qualcomm Incorporated. All Qualcomm 
Incorporated trademarks are us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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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www.dji.com/dji-goggles 
본 문서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DocSupport@dji.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현재 영어 및 중국어 서비스만 지원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JI 고객지원
http://www.dji.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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