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마경3 플러스(Plus) 한글 번역 설명서

id: 13430515894,

pw: 123456

(중국 현지 인증 아이디 입니다. 필요한분만 사용 하세요)
1. 폭풍마경 앱(APP)를 다운로드 한다.
가상현실에 대한 IMAX영화 및 VR(가상현실)의 새로운 내용은
매주 업데이트 됩니다. 진정한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설치
1) mj.mojing.cn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설치한다.
2) 안드로이드 play store에서 "暴風魔鏡"으로검색 다운로드 한다.
아이폰 APP store에서 "暴風魔鏡"으로검색 다운로드 한다.
3) QR코드를 스켄하여 다운로드 한다.
2. 폰과 리모콘을 블루투스로 연결한다
*초기사용
1) 7호 건전지 2개 넣고서 스위치를 길게 3초정도 누르면
지시등이 깜박인다.
2) 건전지 용량 저하표시: 지시등이 빈번히 감박이면 새건지로
바꿔준다.
*블루투스와 스마트폰 연결
1)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를 검색하여 "mojing3"를 찾는다.
비밀번호 0000를 입력한다.
2)지시등이 5초후 꺼지면 연결 성공을 나타낸다. 혹은
폭풍마경APP를 연결해 보면 리모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메뉴
지시등
스위치
방향키
리턴(Back)
엔터(확인)
3.스마트폰을 넣고 폭풍마경을 사용한다
폭풍마경3 플러스 구조
*거리조절레버
정상시력 사용자는 먼러기까지 조절하여 자신의
눈에 맞게 한다.
*내부 이어폰 플러그
*이어폰 외부 연결 접속구(인터페이스)
내부 이어폰 플러그로 스마트폰과 접속하여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와 접속한다. 3.5mm규격을 사용한다
개인공간에서 폭풍마경을 감상한다.

*좌우중간대비조절
처음 사용시 폭풍마경 app의 초기화면(启动画面)에서
폰스크린과 폭풍마경 중심선을 맞추고 화면과 폰을
고정한다.
고정 후 동일한 폰을 사용시 다시 조절하지 않아도 된다.
*상하중간조절
4.7-5.1인치 : 최상위로 올려 조절
5.2-5.5인치 : 중간 단계에 맞춤
5.6-6.0인치 : 하위로 내려 조절함
* 동공거리 조절
4.7-5.1인치 : 제일 내부로 밀러 조절
5.2-5.5인치 : 중간에 맞춘다

개인마다 동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5.6-6.0인치 : 제일 외부로 밀어 조절

자신의 동공거리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세요.

A / B 렌즈
폭풍마경2 플러스는 B렌즈를 기본으로 장착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해상도에 따라 렌즈를 교환 할 수 있습니다.
A렌즈

B렌즈

fov 96º

fov96º

몰입감이 강함

화면이 깨끗함

게임용으로 적합

영화감상에 적합

소프트웨어와 배합
서로다른 렌즈 사용으로 디스플레이방식에 제일 좋은 화면을 나타낸다.
폭풍마경app에서 "VR 眼镜选择“를 클릭하여 QR코드를 선택 한다.
A렌즈 QR코드

B렌즈 QR코드

주의: 동봉된 QR코드로 폰의 위치를 맞추세요, 렌즈 교환시 렌즈 QR코드 맞추세요.
렌즈교환방법
렌즈교환시 공구를 사용하세요. 편하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A렌즈 사용시 검정색 스펀지를 사용하면 몰입감이 더 좋습니다.
렌즈교환공구

안면스펀지

렌즈부위 톱니바퀴를 고정

회색스펀지 B렌즈 사용시 적합

렌즈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검정스펀지 A렌즈 사용시 적합

감기고, 왼쪽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