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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활성상태입니다.비디오신호가
앱으로전송되고있습니다

앱에서 신호가 수신되면 세 번
깜박입니다. GRANCAM의 IP 주소가
변경되었는지 알면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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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연결이활성화되어있습니다

펌웨어업데이트진행중

페어링 모드

WiFi가연결되지않았습니다

녹색표시등

GRANCAM BoardCameraforGRANBOARD
2 MegaPixel / Bluetooth4.0 / WiFi2.4GHz

2백만화소카메라렌즈

전원 공급용 USB Type-C 포트

리셋 버튼

전원 표시등

작업 표시기
LED 조명

삼각대 나사 구멍
1/4인치/6.35mm

GRANCAM 설정 가이드
ver.1.0 2021.05

1단계

2단계

삼각대나 카메라 사용
GRANCAM을 설정하는 팔
원하는 장소에

GRANCAM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또는 거꾸로. 영상 회전 가능
또는 앱 설정에서 뒤집힌

USB Type-C 케이블 연결
(별도 판매)를 돌리고
전원 켜짐.
GRANCAM이 페어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켰을 때 모드.
자동 절전 절전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므로 연결된 상태로 두십시오.

3단계 WiFi 네트워크 및 카메라 설정은
GranBoard 앱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레이"를 누르십시오

"설정"을누릅니다.
오른쪽하단모서리에

"보드 카메라" 탭을 누릅니다

"예"를누르십시오

"그랑캠 검색"을 누르세요

"확인"을 누릅니다

WiFi정보를입력하세요

전원 표시등 상태

동작 표시등 LED 표시등 상태

GRANCAM이
페어링 모드에 있습니다

!

2.4GHz WiFi가 필요합니다.
GRANCAM은 할 수 없습니다
5GHz 네트워크에 연결

!

GRANCAM이 받았습니다
귀하의 SSID 및 비밀번호

WIFI에 연결되었습니다.
(EX)rssi : -77dBm(신호 강도)

WiFi연결이설정되었습니다
(예)IP주소 : 192.16.1.28

와이파이연결설정완료

와이파이 연결이 되면
완전한, GRANCAM의 힘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연결에 실패하면 확인하십시오
WiFi가 있는 액세스 포인트
"2.4GHz"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네트워크 설정 화면

GRANCAM 펌웨어 정보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업데이트" 버튼이
표시됩니다

WiFi설정정보
페어링된 IP주소를표시합니다.
그랜캠. IP주소가있는경우
변경되어연결할수없습니다.
"검색"버튼을사용하여검색할수있습니다.
다시

명령 버튼
다음 GRANCAM
작업 수 있습니다
에서 수행
그랜보드 앱
- WiFi에 다시 연결
- 강제 절전 모드
- 잠에서 깨기
- 전원을 다시 시작
- 재설정(WiFi 연결 정보 재설정)

수직으로설치
오른쪽에
이사회의

왼쪽에 설치
보드의 측면,
오른쪽을 향한

에 설치됨
보드의 상단
아래를 향한

레드&그린라이트
번갈아깜박임



줌 설정 화면
이것은 베타 테스트 기능입니다

줌 기능은 게임 중 자동으로 줌인되는 기능입니다.
Hat Trick Chance Zoom, Ton 80 Chance Zoom, Check Out Zoom을 설정하여
더블과 트리플을 확대하고 After Zoom을 설정하여 크리켓에서 트리플 안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인/확대 후 설정
카메라를 줌할 지점을 등록합니다.

줌 우선순위 설정
제로원 게임에서 더블 체크아웃과 트리플 체크아웃이
모두 가능하다면 줌인을 우선으로 설정합니다.

예): 24개 남았을 때
3중 우선 순위: T8 확대
이중 우선 순위: D12 확대

HatTrick / To80 확대/축소 설정
이들 각각을 켜면 줌 위치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온라인 플레이 시 확대/축소가 자동으로 게임에
연결됩니다.

그랑캠 영상

디스플레이 이미지
조정 버튼
- 90° 회전(시계 방향)
- 좌우 뒤집기
- 상하 반전

감지기
카메라 센서는
조정. 높음으로 설정하면 높음
양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러나 데이터 크기는 증가합니다.
지연이 발생하면 다음을 설정하십시오.
센서를 낮음으로 되돌립니다.

줌
GRANCAM은 5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수준. 이것은 에 달려있다
보드와의 거리.

해결
이미지의 해상도는
5단계로 조정됩니다. 더 큰
크기(오른쪽)가 높을수록
화질은 좋지만 크기가 크면
데이터 크기. 이미지가 지연되는 경우,
해상도를 왼쪽으로 조정합니다.

밝기 / 대비 / 채도
밝기, 대비 및 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5단계로 조정됩니다.

재시작
GRANCAM 카메라를 재부팅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
또는 WiFi 네트워크를 재부팅하지 않습니다.

기본
GRANCAM 카메라 설정을 다음으로 복원합니다.
기본; WiFi 네트워크 설정은변경되었습니다.

카메라 설정 화면

CheckOut/After Zoom 설정에서 Bull, D20, D11, D3, D6 위치를
설정합니다. 설정할 위치를 선택한 후 카메라 영상의 해당 부분을 손가락으로
탭하세요.

5가지 위치 설정이 끝나면 [설정]을
탭합니다.

나머지 줌 위치는 설정한 위치에서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각 트리플 또는 더블의 대략적인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CheckOut/After Zoom 설정 화면

HatTrick/Ton80 Zoom 설정 화면

설정할 황소의 위치를 누릅니다. 탭한 위치는 확인을 위해 흰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Zoom Test 버튼을 누르면 확대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려면 재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확대/축소 위치를 다시
조정하려면 이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확대/축소 위치가 만족스러우면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