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용하기 전

Wireless 3D
Finger Mouse

III. 두 가지 모드

V. 3차원 손가락 마우스 모드

마우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 시간 90분)

I. 마우스 조감도
우클릭

충전
포트

레이저
무선
마우스

Laser

Wheel Down
3차원
손가락
마우스

기능키
모드
전환
좌클릭

Wheel Up
터치패드

Air

모드 전환 버튼

2. Air 모드로 변경 후,
5초간 바닥에 놓습니다.

1. USB 동글을 PC에
연결합니다.

IV. 레이저 무선 마우스 모드

* 그림 방향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링 고정대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II. 충전방법
[USB 동글 이용]

Green
LED

2. 마우스를 Laser 모드로
변환시킵니다.

1. USB 동글을 PC에
연결합니다.

3. 링을 마우스 옆면 홈에
맞게 연결합니다.

4. 제품이 부착된 링을 검
지에 끼워 넣습니다.
※ 공중 모드에서는 클릭시
손가락이 움직이기 때문에
좌표가 약간 이동할 수 있
습니다. 이로 인해 흔히 야
기되는 더블 클릭 인식 실
패를 방지하기 위해 클릭
후, 약 0.2 ~ 0.4초 가량
포인터가 멈추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Touchpad

Manual
충전시: 녹색 LED가 켜집니다.
완충시: 녹색 LED가 꺼집니다.

VI. 공중 마우스 제어 팁
1. 커서를 쉽게 제어하는 방법
손가락이나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제어

5. 터치패드 부분을 계속
터치한 채로 손가락을 움
직이면 커서가 제어됩니다.

3. 마우스를 바닥에 놓고
사용합니다.

4. 터치 on/off를 이용한 자세 변경
NoTouch
터치를 뗀 후, 자세를 자유
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VII. X/Y 자동 좌표 제어 방법
3sec stop

VIII. 공중 마우스 모드 변환법
3sec stop

휠 Up/Down 버튼과
좌/우 클릭 버튼의
위치가 변경됩니다.

No Move
Mouse Pointer

터치를 하지 않으면 포인터는 멈춥니다.
- 자세가 불편하다면, 터치를 뗀 후 자세를 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터치 on/off를 자주 사용할수록 마우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팔 전체로 크게 제어

1. Reverse (반전) 모드

Right click + Function key

1. 수평으로 든 경우

2. 검지에 착용한 경우

3sec stop

2. Free (자유) 모드

3sec stop

터치 없이도 자유롭게
포인터가 제어됩니다.

5 터치 on/off를 이용한 움직임
Left click + Function key

2. 손동작 반경
손목 동작을 조금 크게
하여 제어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손떨림 방지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미세한 움직임은 포인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모드에서 기능키는 포
인터를 멈추게 하는 역할
을 합니다.

3. Sleep (취침) 모드
3. 뒤집어 든 경우
포인터를 길게 움직일 때, 큰 손동작은 불편합니다.
작은 움직임

터치 off 후,
자세 변경

작은 움직임

4. 왼손에 착용한 경우

- Air 모드에서는 스스로의 자세를 판단하여 X/Y 좌표를 제
어합니다. 자세 변환 후, 약 3초간 정지 상태를 유지하면
자동으로 좌표가 변경됩니다.
- 바닥에 있던 마우스를 공중 모드로 변환해서 바로 손가락
에 착용하면 X/Y 좌표가 순가적으로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세를 3초간 정지하면 마우스 좌표가 정상으로 변경
됩니다.

After 8 min.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마우스를 8분간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동작이 멈춘
상태인 취침 모드로 진입
합니다.
클릭 혹은 휠 버튼을 누르
면 취침 모드를 벗어납니다.

3. 보다 정확한 클릭 방법
클릭 시 마우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검지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약간 받쳐줍니다.

받쳐진 마우스를 엄지 손가
락을 이용하여 매우 작은
힘으로 가볍게 클릭합니다.

큰 손동작보다는, 터치 on/off를 통해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 손가락 스냅과 터치 on/off를 잘 사용하시면 공중
마우스를 쉽게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X. MS 프리젠테이션 사용시 기능키 사용법

IX. 부가 정보들
1. 휠 사용법
휠은 한번의 짧은 클릭으로
동작되며, 연속해서 계속 누
를 경우 휠 기능이 연속해서
동작됩니다.
휠 “위+아래”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자동스크롤기능”이
동작됩니다.
2. 배터리가 없을 경우 발생되는 이상 동작

Battery

Air 모드에서는 통신이 조금
씩 끊어지거나, 포인터가 일
정 방향 혹은 코너로 이동
됩니다.
잠시 후, 배터리 전원이 끊어
질 때까지 적색 LED가 일정
주기로 점멸합니다.

3. Air 모드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조금씩 움직일 경우
In air mode 공중에서 마우스를 멈추고 있으면,
자동 보정 알고리즘에 의해 이 움직
임이 수정됩니다.
5 sec stop

Air 모드 변환 후 바닥에 5초간 움직임
없이 놓아두면, 보다 빠르게 자동 보정
알고리즘이 동작됩니다.

7 min stop Air 모드 변환 후 바닥에 7분간 움직임
없이 놓아두면, 자동 보정 알고리즘 결과
값이 마우스에 영구적으로 저장됩니다.
(단, 이 방법은 포인터가 심하게 흔들리거
나 이동할 때만 동작됩니다.)

기능키

※ 본 기능들은 MS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상태에서
동작됩니다.
Slide Show
(Full Screen)

1. 슬라이드 쇼 실행 (기능키x1)
- MS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기능키
를 한번 클릭 합니다.

Point Mode
2. 마우스 포인터 등장 (기능키x2)
(continuously stay) - 슬라이드 쇼에서 기능키를 빠르게
두번 클릭(<0.6초)합니다.
- 시간이 지나도 포인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보입니다.
Pen Mode

Eraser Mode

Next Page

Previous Page

3. 펜 모드 변환 (기능키x3)
- 슬라이드 쇼에서 기능키를 빠르게
세번 클릭(<0.8s)합니다.
- 왼쪽 클릭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
면 펜이 그려집니다
4. 지우개 모드 변환 (기능키x4)
- 슬라이드 쇼에서 기능키를 빠르게
네번 클릭(<1초)합니다.
- 왼쪽 클릭 버튼을 누르고 문지른 후
떼면 펜 내용이 지워집니다.

5. 다음 페이지
- 휠 다운 버튼 혹은 왼쪽 클릭 버튼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6. 이전 페이지
- 휠 업 버튼을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XI. MS 윈도우 사용시 기능키 사용법
※ 본 기능들은 MS 윈도우의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
하는 방식이므로, 윈도우에서만 정상적인 실행이
가능합니다.

※ 기능키 사용법
Explorer 뒤로 가기

Explorer 앞으로 가기

In Internet
Explorer

In Internet
Explorer

※ 기능키를 이용한 모션 동작 방법

1. Air 모드에서 마우스를 정
지시킵니다.

새 Explorer 창 열기

바탕화면 보기

In Internet
Explorer

2. 기능키를 누른 후, 바로 원
하는 모션을 취합니다. 이때,
손동작은 3~4cm 정도로 약간
만 이동해도 충분합니다.

최상위 Program 종료

F5 키 실행
In General Window

F5

3. 모션이 끝나면, 즉시 누르고
있던 기능키를 땝니다.

기능키를 빠르게 한번
클릭(<0.6초)
전체 Text 선택

※ 동작이 너무 크면, 중간에 다른 모션이 섞여 오동작
될 수 있습니다.
※ 모션이 끝난 후, 기능키를 빨리 놓지 않으면, 그
사이에 타 모션이 섞여 오동작될 수 있습니다.
※ 모션 동작은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In General Window

인쇄하기 실행
In General Window

Print

General

Options

Print

기능키를 빠르게
두번 클릭(<0.6초)

기능키를 빠르게
세번 클릭(<0.8초)

XII. 주의 사항
경고 :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 감전 또는
기타 부상이나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분해하거나 열거나 밟거나 굽히거나 구멍을 뚫
거나 망가뜨리거나 마이크로파에 노출시키거나 소각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내부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 빗속이나 세면기 가까이 또는 기타 젖은 곳에서 만지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음식물이나 액체를 엎지르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제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제공된 USB 케이블 및 USB 동글을 통해서만 충전하십시오. 타사
제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면 때때로 팔, 손,
어깨, 목 또는 기타 신체 부위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주 휴식
을 취하고, 동작 중이나 동작 후에 통증을 느끼시면 사용을 중단하
고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 폭발, 화재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전자 장비의 무선 주파수 방출은 다른 전자 장비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어린아이가 입에 넣지 않게 주의하시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 프로그램의 암호화가 뚫릴 수도 있으니 중요한 작업은 하지 마십시오.
- 손 떨림과 초기 오차 보정 상태로 인해 마우스 제어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정교한 작업, 게임 및 중요한 작업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맥박 조정기, 청각 보조 기구 등 기타 의료 장비 및 시설에 간섭을 일
으킬 수도 있으니 장비 제조업체 또는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주변 환경에 따라 무선거리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항공기, 지하철, 차량 등 전자 장비로 동작하는 곳에서 사용시 위험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일부 운영체제 또는 하드웨어에서는 특정 기능이 동작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제품에 응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격한 온도 및 습도 변화를
피하십시오.
- 먼지나 이물질 또는 기타 연마제 등이 묻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신나, 벤젠, 알코올 등 화학성 약품으로 닦지 마십시오.
- 외부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동봉되어 있는 제품 케이스에 보관하
여 사용하십시오.

XIII. 제품 보증
Product name
Model number
Pruchase date
Billing address

1. 품질보증기간(무상수리기간)
- 구입하신 날부터 24개월까지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2. 예외사항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수리비가 청구
되거나 부득이하게 제품을 유상교체할 수 있습니다.
- 사용상의 과실,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충격으로 인한 훼손, 고장의 경우
- 침수나 이물질 오염으로 인해 부식된 경우
- 당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주변장치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
생한 고장인 경우
- 기타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해 제품이 고장난 경우
3. 제품교환규정
- 구입하신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제공된 경우
- 제품 인도 당시 제품이 파손된 경우
- 교환 처리는 제품 구입처에서만 가능하므로 관련문의는 제품을 구
입하신 곳으로 하여 주십시오.
- 구입 영수증이나 구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서가 없는 경우
교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 Certifications
M/N: NM930308001
P/N: NRS-NM930308001M
P/N: NRS-NM930308001U
FCCID: YZ8NM930308001M
FCCID: YZ8NM930308001U

RoHS TELEC
REACH

Product Data
Model number
Use options
Weight
Warranty
Charging
Charge duration
Operating time
RF Range
Transmission
Patents
Q&A

nm930308001
Windows 2000/XP/Vista/7, MAC OS
13g
1 year limited hardware warranty
Micro USB / integrated lith-pol. battery
Some 90 min
Some 24 hours
Some 10 meters (without obstacles)
RF 2.4GHz
World PCT, Korea, Japan, USA
support@neoreflectio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