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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 AirCross 짐벌

MOZA AIRCROSS 의 메인 핸들, 배터리 홀더

MOZA 배터리

MOZA 배터리 충전기 

MOZA AirCroess 전용 삼각대

구성품

짐벌 X 1

손잡이 X 1

배터리 X 3

충전기 X 1

삼각대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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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렌즈 홀더

카메라 렌즈 홀더를 고정

카메라 장착용

1. 파나소닉 컨트롤 케이블 

2. 소니 컨트롤 케이블 

3. 캐논 컨트롤 케이블 

4. 마이크로 USB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파라미터 조정)

액세서리 가방

툴백 X 1

02

케이블 X 4

렌즈 보조 X 1

렌즈 보조 나사 X 1

퀵 릴리스 플레이트 X 1



JCH 온비즈

설명서

ARCA-SWISS 컨버터

사용자 매뉴얼 X 1

ARCA-SWISS 컨버터 X 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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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 AIRCROSS를 사용전에 MOZA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세요.

화재 및 심각한 부상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사용 및 충전,

보관 시 다음 안전 지침을 준수하세요.

1. 배터리가 어떤 액체와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

    1.1 비 또는 습기가 많은 곳 근처에 배터리를 두지 마세요.

    1.2 배터리를 물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1.3 배터리의 내부가 물과 접촉할 경우 화학적 분해가 발생하여 배터리에 불이 붙을 수

         있으며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배터리가 실수로 물에 빠지면 즉시 안전하고 개방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2.1 배터리가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안전 거리를 유지하세요.

    2.2 배터리를 다시 사용하지 마세요.

    2.3 아래의 배터리 폐기 섹션에 설명 된대로 배터리를 올바르게 장착하세요.

3. 물, 모래, 방화 담요 또는 마른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여 배터리 불을 끄지 마세요.

4. 절대 MOZA 이외의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세요.

   만약 교체 또는 여분의 배터리가 필요한 경우 새로 구매하세요.

   구매 사이트 : http://www.gudsen.com & http://www.jchonbiz.co.kr

5. 부어 오르거나 새거나 손상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마세요.

   만약 배터리가 비-정상적인 경우거나, 추가로 필요하다면 Gudsen 기술 지원 센터 또는 

   Gudsen 공급업체에 연락해주세요.

6. 배터리는 0-40 ℃의 온도에서 사용해야합니다. 40 ℃ 이상의 환경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면

   화재 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0 ℃ 미만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7. 정전기가 강한 환경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 컨트롤

   보드의 오작동 원인이 됩니다.

8.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뚫지 마세요. 배터리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팔 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 사용

05

시작하기

배터리 셋팅

배터리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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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터리를 떨어 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배터리 나 충전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10. 배터리의 전해질은 부식성이 높습니다. 

   전해질이 피부에 닿거나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해당 부위를 깨끗한 물로 15 분 이상 

   씻은 다음, 즉시 의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11.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12. 배터리를 가열하지 마세요. 배터리를 전자 레인지 나 가압 용기에 넣지 마세요.

13. 금속 테이블과 같은 전도성 표면에 배터리 셀을 놓지 마세요.

14. 배터리를 수동으로 단락시키지 마세요.

15.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배터리 단자를 청소하세요.

1. 배터리를 벽 콘센트나 차량 충전기 소켓에 직접 장착하지 마세요. 항상 MOZA 공식 

   충전기를 사용하세요. GUDSEN은 비 공식 MOZA 충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충전 중에 배터리를 방치하지 마세요. 가연성 물질 근처나 카펫이나 목재와 같은 인화성 

   표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세요.

3.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을 수 있으므로 사용 직후,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세요.

   배터리가 실내 온도에 가까워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0-40 ℃의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누출, 과열 또는 배터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리하세요.

   충전기의 코드, 플러그, 인클로저 또는 기타 부품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변성 알코올 또는 기타 가연성 물질로 충전기를 청소하지 마세요.

   손상된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1. 어린이와 애완 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배터리를 보관하세요.

2. 배터리를 히터 같은 열원 근처에 두지 마세요. 더운 날에는 배터리를 차량 내부에 두지 

   마세요.

3. 배터리는 항상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세요.

4.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킨 상태로 장시간 보관하지 마세요.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세요.

2. 배터리를 60 ℃ 이상의 환경에서 보관하지 마세요.

1.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시킨 후에 만 특정 재활용 상자에 배터리를 폐기하세요.

2. 일반 쓰레기통에 배터리를 넣지마세요.

3. 폐기에 관한 현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십시오. 배터리는 꼭 재활용을 하세요.

배터리 유지 보수

배터리 폐기

배터리 충전

배터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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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전원연결 (옵션) 소니 전원연결 (옵션)

1. 카메라 전원을 끄고 카메라 배터리를 꺼냅니다.

2. Sony / Panasonic 전원 연결 장치를 카메라 배터리 칸에 넣습니다.

3. 전원연결 장치에서 DC 케이블을 뽑아 Moza AirCross 위에 DC 출력에 꽂습니다.


외부 전원 입력, 전원 공급 케이블을 통해 MOZA AirCross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5mm DC, 외부 전원 전압은 12V, 전류는 2A 이상, 아래와 같은 표시가 있는 DC 어댑터를 

사용해보세요.

1. 카메라를 퀵 릴리스 플레이트에 놓고 카메라 하단의 1/4 "나사 구멍을 마운팅 플레이트의 

   빈 슬롯에 맞춥니다.

2. 퀵 릴리스 시스템의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

전원 연결 방법

DC 입력

카메라 장착 방법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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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렌즈가 정면을 향하고 카메라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를 찾을 때까지 카메라를 앞뒤로 움직이세요.

2. 기울기 조정 나사를 균형있게 조입니다.

1. 기울기 조정 나사를 풀고 렌즈가 수직 또는 지면을 향하게 하여 

   정지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틸트 조정 암을 조정하세요.

2. 틸트 조정 나사를 균형있게 조입니다.

1. 퀵 릴리스 시스템 조정 나사를 풀고, 카메라와 모터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세요. 이 경우 퀵 릴리스 플레이트를 가능한 한 틸트 

   모터로 이동 한 다음 퀵 릴리스 시스템 조정 나사를 조이세요.

2. 롤 조절 나사를 풀고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수평이 될 때까지 

   롤 조절 암을 조정하세요.

3. 일단 롤 조절 나사를 균형있게 조입니다.

카메라 밸런스

틸트(Tilt) 조정암의 밸런스

롤(Roll) 조정암의 밸런스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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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조정 나사를 풀고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수평과 

   수평이 될 때까지 요 조정 암을 조정하세요.

2. 요 조절 나사를 균형있게 조입니다.

제어 케이블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틸트 모터의 카메라 연결 (Mini-USB 포트)에 연결하세요.

그런 후 케이블이 제품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완료되면 Moza AirCross의 Power On/Off 버튼을 눌러 카메라 녹화를 Start/Stop하여 테스트하세요.

(20 페이지를 확인하여 올바른 카메라 프로파일을 선택하세요.)

고급 타임 랩스를 작동 할 때는 셔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MULTI 입력이 있는 소니 카메라에서 소니 제어 케이블을 셔터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카메라는 고급 타임 랩스가 가능하도록 추가 셔틀 케이블을 구입해야합니다. 

셔틀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카메라 유형을 'OTHER'로 변경해야합니다.

요(Yaw) 조정암의 밸런스 

카메라 제어 케이블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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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Yaw 추적 모드 : 기울기 및 롤 조정 암이 잠겨있는 동안 Yaw 조정 암이 움직임을 따릅니다.

2. Tilt-Yaw follow mode : Tilt 및 Yaw 조정 암은 롤 조정 암이 잠겨있는 동안 움직임을 따릅니다.

3. All lock 모드 : 3 개의 조정 암이 모두 잠겨 있습니다.

4. 롤 팔로우 모드 : 틸트 및 Yaw 조정 암이 잠겨있는 동안 롤 암 조정 암이 움직임을 따릅니다.

1. 한 번 누르기 : Yaw 팔로우 모드

2. 두번 누르기 : 틸트-Yaw 팔로우 모드

3. 세번 누르기 : 전체 잠금 모드

4. 네번 누르기 : 롤 팔로우 모드

5. 길게 누르기 / 다시 누르기 : 절전 모드 / 깨우기 활성화

6. 전원을 켜고 조이스틱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빠르게 누르기 : 자동 조정

7. 전원을 켜고 조이스틱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빠르게 세번 누르기 : 여섯 방향 교정

1. 한 번의 누르기 : 녹음 시작 / 중지

2. 두번 누르기 : 사진 촬영

3. 세번 누르기 : 자동 센터

4. 네 번 누르기 : 롤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5. 긴 프레스 : Moza AirCross의 전원 켜기 / 끄기

MOZA AirCross 컨트롤

사용 가능한 작동 모드

조이스틱

전원 버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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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펌웨어 파일을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Gudsen은 네트워크에서 Moza 제품 펌웨어 업데이트 패키지를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업데이트를 수행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은 Moza Assistant 소프트웨어를 통한 

업그레이드입니다.

http://www.gudsen.com/mozaAirCross-downloads.html에서 Moza Assistant를 

다운로드하고 컴퓨터 운영 체제에 따라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십시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파일의 압축을 풀고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Mac 컴퓨터가 드라이버 설치를 거부하고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1. 컴퓨터에 Moza AirCross를 연결하고 Moza Assistant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십시오.

2. 조이스틱을 잡고 Moza AirCross의 전원 버튼을 빠르게 누릅니다.

   LED가 파란색으로 켜지고 아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주의

http://www.iclarified.com/28180/how-to-open-applications-from-unidentifieddevelopers-in-

mac-os-x-mountain-lion

11

Step 2 : 업그레이드 모드로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시작

Step 1 : Moza Assistant 다운로드

펌웨어 업데이트

Moza AirCross 펌웨어 업데이트 튜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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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그레이드”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완료하는 데 약 1-2 분이 소요되며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4. Moza AirCross를 먼저 끈 다음 (중요!) 소프트웨어를 닫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Moza AirCross를 켜십시오 

   (업그레이드 모드로 들어 가지 말고 짐벌을 일반적으로 켜십시오). 

   Moza Assistant 소프트웨어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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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상적으로 켜면 아래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표시되고 상단 표시 줄에있는

   “calibration”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2. 캘리브레이션 인터페이스에서 "Motor On / Off"를 체크 해제하십시오.

Step 3 : 자이로 스코프 / 가속도계 캘리브레이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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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터를 차단할 때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자이로스코프 캘리브레이션에서 Moza AirCross를 계속 유지 한 다음 "시작"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아래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성공적인 캘리브레이션이 표시됩니다. 

   (자이로스코프 교정을 수행하는 데 약 5-10 초 소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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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속도계 캘리브레이션 전에“시작”을 클릭하면, Moza AirCross를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아야합니다.

6. 카메라 홀더가 책상 표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OK"버튼을 눌러 보정을 

   시작하십시오. 보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가속도계 교정을 수행하는 데 약 5-10 초가 걸립니다).

7.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Moza AirCross를 껐다가 다시 켜고 컴퓨터에서 플러그를 

   뽑은 다음 Moza AirCross를 즐기십시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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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 Assistant 앱은 Apple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는 키워드“MOZA”를 사용하여 QR 코드를 검색하거나 스캔하여 휴대폰에 다운로드합니다.

Android는 키워드 "Moza Assistant"를 사용하여 QR 코드를 검색하거나 스캔하여 휴대폰에 

다운로드합니다.

GUI는 짐벌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짐벌의 매개 변수를 변경하는 데스크탑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곳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http://www.gudsen.com/moza-AirCross-downloads.html

앱 설치

모바일 App

데스크탑 App (GUI)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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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ZA App 소개

홈페이지

디바이스 페이지

17

펌웨어 버전

블루투스 시그널

모터 ON/OFF 버튼

파라미터 설정

캘리브레이션

배터리 상태

기기명칭

중심 다시 잡기

조이스틱 & 노멀 타임랩스

고급 타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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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제어는

이 페이지에서 기본 각도는 0 ± 45 °입니다.

이 페이지가 표시 될 Normal Motion TimeLapse를 

클릭하십시오. Moza AirCross의 기본 타임랩스 

모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델 :

카메라 모델에는 4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작 / 정지 리모컨은 다음과 같습니다.

Canon 시리즈 용 EOS DSLR 프로파일 

(Canon 5DⅡ / 5DⅢ / 60D / 7D / 70D)

소니 시리즈 용 알파 프로파일 

(a7S / a7SⅡ / a7R/ a7RⅡ)

파나소닉 카메라 용 GH 프로파일 

(GH3 / GH4) 

Blackmagic Design 카메라 용 BMD 프로파일

(BMPCC / BMCC / BMPC).

* Canon 5DⅣ도 사용 가능하지만

여분의 카메라 제어 선을 구입하십시오.

솔루션은 support@gudsen.com에 문의하십시오.

리모트 컨트롤 페이지 

파라미터 셋팅

18

2. 조이스틱

1. 중심 다시 잡기

3. 롤 제어

4. 일반 모션 타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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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위한 4 개의 그룹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열됩니다.

1 (프로필 1);                2 (프로필 2);

3 (프로필 3);                4 (프로필 4);

프로파일 4로 시작하십시오. 

현재 프로파일로 진동을 받으면 진동이 사라질 때까지 

낮은 프로파일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자동 튜닝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팔로우 모드에는 4 가지 종류가 있으며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팔로우 모드; 피치 팔로우 모드;

피치-요 팔로우 모드; 모든 잠금 모드;

롤 팔로우 모드; 사용자 정의;

작동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 페이지를 확인

하십시오.

19

팔로우 모드

밸런스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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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Yaw) / 피치(Pitch) / 롤(Roll) 조정 암 파라미터 셋팅

요 / 피치 / 롤의 모터 매개 변수.

팔로우 활성화 : 

현재 조정 암에서 팔로우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모션 컨트롤 가능： 

현재 조정 암을 비활성화되면 모션 컨트롤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동 포지셔닝 활성화 : 

현재 조정 암이 팔로우 모드에 있지 않으면 카메

라가 특정 위치에서 수동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팔로우 스피드 및 컨트롤 스피드

팔로우 스피드

Moza AirCross의 속도는 움직임을 따릅니다.

범위는 0-100입니다.

제어 속도

Moza AirCross 이동을 제어하기위한 조이스틱 

속도의 감도. 범위는 0-100입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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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튠

Moza는 매개 변수를 한 번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일부 특수 카메라 설정의 경우 자동 조정에서 Moza 짐벌에

가장 적합한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프로파일을 수동으로 선택하십시오.

파라미터 저장

설정한 파라미터를 저장하십시오. 

다음에 Moza 장치가 미리 설정된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전류 매개 변수 재설정

현재 매개 변수를 재설정하고 기본값으로 복원하십시오.

공장 초기화

모든 매개 변수를 저장하고 기본값으로 복원하십시오.

장치 페이지에서 "Gyroscope/Accelerometer Calibration"버튼을 클릭하면이 알림이 표시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자이로 스코프 캘리브레이션으로 시작하면 흰색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여 장치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이로 스코프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고 Moza 

AirCross를 그대로두고 캘리브레이션하는 동안 계속 유지하려면 5-10 초가 걸립니다.

자이로 스코프 및 가속도계 캘리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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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 스코프 교정 후 가속도계 캘리브레이션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림을 따라 올바른 위치에서 조정하고 카메라 홀더가 책상 표면과 수평이되는지 확인한 다음

"시작"을 클릭하여 가속도계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십시오. 가속도계 캘리브레이션을 마치는 데 

약 5-10 초가 걸립니다.

1. Moza AirCross에서 카메라를 장착 한 후 전원을 켭니다.

2. 카메라를 수동 초점 모드로 설정하고 카메라 셔터, ISO, 조리개를 설정하고 카메라의 

   Steady Shot 기능을 끕니다 (이 안내장에서는 소니 카메라를 예로 사용합니다).

3. 휴대폰 블루투스를 켜고 MOZA Assistant 앱을 실행하여 Moza AirCross에 연결합니다.

어드밴스 타임 랩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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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앱 메인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파라미터 설정을 선택한 후 카메라 모델을 '기타'(MULTI 입력의

   소니 알파 카메라는 '알파'여야 함)로 전환하고 저장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9 페이지의 지원 카메라 양식을 참조하십시오.

5. 셔틀 케이블 또는 카메라 제어 케이블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Moza AirCross에 연결하고 홈 

   페이지로 돌아가서 고급 타임 랩스를 선택하십시오.

6. 앱을 사용하여 카메라 움직임을 설정합니다.

   주의 : 모션 타임 랩스에 최대 8 개의 포인트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7. 셔터 시간, 셔터 시간, 비디오 프레임 속도 및 총 촬영 길이를 설정합니다

A. 셔터 시간 > 셔터 시간 > 카메라 셔터 시간

권장 설정 : 셔터 시간 = 카메라 셔터 시간 + 1S

셔터 간격 = 카메라 셔터 시간 + 2S

예를 들어, 카메라의 셔터 시간은 1이므로 셔터 지속 시간은 2이고 

셔터 시간은 3입니다.

B. 앱은 위의 설정을 저장 한 후 촬영할 수있는 이미지 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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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태빌라이저는 설정된 궤적에 따라 이동하지만 사진을

   찍지는 않습니다. 미리보기 후 시간 경과 사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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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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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 지원, 서비스 및 보증은 support@gudsen.com에 문의하십시오.

2. 모든 배송은 배송 전에 기술 지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소비자는 운송비를 책임집니다. 기술 지원은 문제와 책임을 조사하고 식별합니다. 문제가 제조

   결함 인 경우 Gudsen은 모든 테스트 비용, 자재 비용, 인건비 및 반품 배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3. 제품에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스태빌라이저를 수리하기 전에 수리 및 

   비용을 설명하는 고객에게 연락 할 것입니다.

   반품 배송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4. 소비자는 유지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pport@gudsen.com에 문의하십시오.

5. Moza AirCross는 12 개월 보증이 적용됩니다. 단, 액세서리 또는 소모품에는 제한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gudsen.com을 참조하십시오.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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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서 Moza AirCross 및 배터리를 꺼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메라 렌즈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수평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카메라를 

밸런싱한 다음 전원을 켜고 시도해보십시오.

페이로드 프로파일이 설정의 실제 무게와 일치하지 않으면 진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에서 자동 조정을 시도 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

한 번 누름 : Yaw-follow 모드

두번 누름 : 틸트-요우 팔로우 모드

세 번 누름 : 전체 잠금 모드

네 번 누름 : 롤 팔로우 모드

길게 누름 & 빠르게 누름 : 수면 모드 활성화 & 깨우기

전원 버튼

한 번 누름 : 녹화 시작 & 중지

두번 누름 : 사진 촬영

세번 누름 : 자동 중앙

네번 누름 : 롤 제어 활성화

길게 누름 : Moza AirCross의 전원 On/Off

(1) 카메라 제어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올바른 카메라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Sony--ALPHA， Canon--EOS DSLR， Panasonic--GH)

(3) Moza 또는 무선 썸 컨트롤러의 전원 버튼을 클릭하여 시작하십시오.

다운로드 (iOS : App store에서 MOZA 검색; Android : Google Play에서 MOZA 검색) 

Bluetooth 켜기 (Android에서 전화를 완전히 액세스해야 함), 앱을 실행하고 Moza AirCross의 

전원을 켠 다음 "검색"을 클릭하십시오. 버튼을 눌러 Moza 장치를 찾습니다.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www.gudsen.com으로 문의하십시오.

FAQ 및 고객 지원

1. Moza AirCross를 설정하는 방법?

2. 진동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3. 조이스틱 및 전원 버튼 제어의 빠른 검토

4. Moza AirCross에서 카메라 녹화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 모바일 앱에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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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드밴스 타임랩스

12. 짐벌 펌웨어 업데이트

14. 캘리브레이션

     9.1 APP

     8.1 Joystick

     8.2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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