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뮤즈 XT 열화상 카메라 업데이트 하는 법

About 

FAQ 및 비용

전화번호:

시리얼 넘버로 확인하기

젠뮤즈 XT 열화상 카메라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법

DJI는 항상 DJI 항공 촬영 시스템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트리스 200 시리즈는 어느 산업에서든 기업들이 드론 기술

을 상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된 이 새로운 플

랫폼은 젠뮤즈 XT 카메라를 포함한 일부 이전 버전의 DJI 짐벌과 호환되지 않으나, 

고객들이 XT 카메라를 계속 이 플랫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카메라 부품을 분

리하거나 손상하는 일 없이 호환이 가능하도록 간단한 업데이트 단계를 구축했습니

다.

XT 카메라 업데이트 방법

업데이트 과정은 DJI 서비스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XT 카메라를 가장 가까운 수리 센터로 보내주세

요. XT 카메라 모델에 따라 아래 지시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9 Hz / 30 Hz). 카메라를 수령한 
후, DJI 서비스 센터가 결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결제가 처리되면 카메라를 업데이트 한 후 고객

에게 XT 카메라를 발송합니다.

DJI 드론에 XT 카메라를 장착한 후 DJI GO 앱을 실행합니다. 실시간 뷰 모드에

서 MENU(메뉴)를 선택한 다음 화면 오른쪽 하단의 카메라 프로필에서 모델을 

확인합니다. 카메라 프로필에서 V2가 표시된다면, XT 카메라가 업데이트 되었

다는 의미입니다.

각 지역 당 기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비용은 주변 DJI 서비스 센터로 카메라를 보내는 배송비, 관세, 짐벌이 망가졌을 경우의 수리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DJI 서비

스 센터에서 최종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유상 업데이트인가요? 업데이트 비용은 얼마인가요?

젠뮤즈 XT는 다음 두 가지의 모델로 출시됐습니다: 9 Hz 및 30 Hz. 카메라 모델을 

확인하려면, DJI 드론에 XT 카메라를 장착한 후 DJI GO 앱을 실행합니다. 실시간 

뷰 모드에서 MENU(메뉴)를 선택한 다음 화면 오른쪽 하단의 카메라 프로필에서 

모델을 확인합니다.

XT 카메라의 모델명을 모를 경우

젠뮤즈 XT 9 Hz 및 30 Hz 제품은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미국 수출 관리 규정/15 CFR §§730-774)의 대상이 되며 다

른 적용 가능한 수출 제어 법과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고객님의 의무이며, 이 페이지

에 명시된 정보는 법적 의견이나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XT 카메라 제품의 모든 부품을 담아 근처 DJI 서비스 센터로 보내주세요. 만약 30 Hz 모델을 보낼 경우, 먼저 DJI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주세
요. 이 모델은 사전 수탁인 계약서 (Prior Consignee Statement/샘플을 여기서 다운로드하세요) 등 더욱 자세한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
다.

DJI 서비스 센터로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네. 이 업데이트는 XT 카메라와 M200 시리즈의 호환성을 위한 업데이트로, 이전 DJI 플랫폼과의 호환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업

데이트 된 XT 카메라는 여전히 M100, M600, M600 Pro, 인스파이어 1 드론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XT 카메라를 다른 DJI 플랫폼과 사용해도 되나요?

젠뮤즈 XT 카메라가 M200 시리즈와 호환되도록 업데이트 되었다면, DJI GO 4 앱 대신 새로운 DJI Pilot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DJI Pilot 앱은 안드로이드 태블릿만 지원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해주세요.(다운로드 

페이지 링크).

젠뮤즈 XT 카메라를 업데이트하면, DJI GO 4 앱을 M200 시리즈 드론과 사용해도 되나요?

네. 사용 전, XT 카메라용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

주의: 만약 XT 카메라를 업데이트하지 않았거나 업데이트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XT 카메라를 업데이트 했으며, 어댑터도 구입했습니다. 카메라를 M200 시리즈와 사용하기 전에 더 필
요한 것이 있나요?

아니요. XT 카메라를 M200 시리즈 드론에 장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짐벌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어댑터를 구매하려면 현지 공인 DJI 

리셀러에게 문의해주세요. (리셀러 목록).

DJI 서비스 센터에서 업데이트된 젠뮤즈 XT를 바로 M200 시리즈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나요?

XT 카메라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마카오

+853 6262 1485

월요일 ~ 일요일 9:00AM-12:30PM; 

2:00PM-9:00PM (UTC+8)

중국

+86 4007000303

월요일 ~ 일요일 9:00AM-12:30PM; 

2:00PM-9:00PM (UTC+8)

미국 & 캐나다

+1 (818) 235 0789

월요일 ~ 금요일 9:00AM - 5:00PM (UTC-7)

네덜란드

+31 20 654 5202

월요일 ~ 금요일 10:00AM - 7:00PM (UTC+1)

홍콩

+852 3060 6038

월요일 ~ 일요일 9:00AM-12:30PM; 

2:00PM-9:00PM (UTC+8)

대만

+886 2 8723 0819

월요일 ~ 일요일 9:00AM-12:30PM; 

2:00PM-9:00PM (UTC+8)

독일

+49 (0) 9771-177 3000

월요일 ~ 금요일 9:00AM - 3:00PM (UTC+1)

영국

+44 2076603037

월요일 ~ 금요일 9:00AM - 6:00PM (UTC+0)

구입 당시 받은 XT 카메라의 포장 박스를 확인해주세요. 포장 박스 라벨에 “V2”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이미 업데이트된 XT 카메

라입니다. 이 경우, M200 시리즈와 사용하려면 짐벌 어댑터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짐벌 어댑터는 공인 DJI 기업솔루션 리셀러에

게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셀러 목록).

만약 구입 당시 받은 포장 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DJI 고객지원에 문의해서 XT 카메라의 시리얼 넘버로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려면 DJI 고객지원 웹사이트

에 접속하세요.

http://www.dji.com/cn/support#after

E-mail: 
support@dji.com

온라인: 

http://www.dji.com/service/repair 

기업 솔루션

기업 솔루션

USD: $384

EUR: €367

JPY: ¥48,570AUD: $506

HKD: $1,465 GBP: ￡197

http://www.dji.com/where-to-buy#dealerMaps
https://d32xrmdsd5z66d.cloudfront.net/DJI+Enterprise/Sample+Prior+Consignee+Statement.docx
http://www.dji.com/where-to-buy/dealer-maps
http://www.dji.com/matrice-200-series/info
http://www.dji.com/matrice-200-series/info#downloa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