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즈모 릴리즈 노트 

© 2016 DJI All Rights Reserved. 

2016.03.24 

 

1. 펌웨어 버젼: v1.6.2.10 

2. DJI GO 앱 IOS 버젼: v2.7.1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젼: v2.7.1 

 

 

주요 업데이트 

1. 펌웨어 버젼 v1.5.2.0. 를 사용할 시 발생한 오디오의 낮은 사운드 볼륨 문제 해결. 

2. 타임랩스 사진을 촬영할 시 디지털 안정화를 적용하는데 실패하는 현상 해결. 

 

 

유의 

업데이트 이후, 짐벌을 자동 캘리브레이트 해주세요.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면, 오즈모와 DJI GO 

앱을 재시작해주세요.  



오즈모 릴리즈 노트 

© 2016 DJI All Rights Reserved. 

2016.03.17 

1. 펌웨어 버젼: v1.5.2.0 

2. DJI GO 앱 iOS 버젼: v2.7.1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젼: v2.7.0 

 

주요 업데이트 

1. 배터리 사용량을 줄여, 한 개의 배터리를 최대 90 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70 분 동안 촬영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는 80 분까지 가능) 

2. 영상을 녹화할 때 팬이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는 도중 팬을 끄고 싶을 경우, 

오디오 컨트롤 메뉴에서 뮤트 팬(Mute Fan)을 터치하면 됩니다. 만약 팬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기기가 

치명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만 방지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3. 영상 다운링크가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었습니다. 

4. 영상을 720p, 1080p, 2.7k 로 촬영할 때 디지털 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스크린에 두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 

간격을 좁혀 줌 아웃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손가락 간격을 늘려 줌 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인 

컨트롤을 위해 디지털 줌 컨트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5. 조이스틱 컨트롤 방향을 Free 로 설정하여 오즈모 틸트와 팬 축을 지속적으로 제어합니다.  

6. 오디오와 영상이 어떤 기기에서 초기화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7. 포트레잇 옵션을 추가하여 포트레잇 촬영이 최적화되었습니다. 

8. D-로그와 D-Cinelike 색상이 최적화되었습니다. 

9. 영상과 사진을 모바일 기기로 전송받는 시간이 기존에 비해 세 배 단축되었습니다. 

10. 셔터 버튼을 꾹 누름으로 연속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11. 키의 조합으로 오즈모의 와이파이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파워 스위치를 내린 다음, 

파워 스위치와 트리거에서 동시에 손을 뗍니다. LED 등이 두 번 깜빡거리면 Wifi 가 꺼졌음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작업으로 와이파이를 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끄고 타임랩스 촬영을 하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2. 오즈모가 다른 모바일 기기에 이미 연결된 상태일 경우, DJI GO 앱을 통해 알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타임랩스 촬영 시, DJI GO 는 프리뷰를 아닌 현재 촬영되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14.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영상을 녹화할 경우, 소리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오디오 컨트롤이 

최적화되었습니다.  

15. 클래스-10 또는 UHS-1 이하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때, 간혹가다 오디오 데이터가 분실되는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16. 파노라마 촬영 시 같은 장면을 두 번 촬영하는 현상이 해결되었습니다. 

17. 짐벌의 흔들림이 줄었습니다. 

18. 조이스틱 컨트롤이 최적화되었습니다. 

19. 수평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전원이 꺼지고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유의 

1. 펌웨어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면, 오즈모와 DJI GO 앱을 재시작해주세요. 업데이트를 완료한 후, 짐벌의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해주세요. 

2. 안드로이드 사용 시,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후 DJI GO 앱에서 펌웨어 버젼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앱을 재시작 

해주시기 바라며 모바일 기기를 오즈모와 연결하기 전 인터넷에 먼저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즈모 릴리즈 노트 

© 2016 DJI All Rights Reserved. 

2015.12.25 

1. 펌웨어 버젼: v1.4.1.80 

2. DJI GO 앱 iOS 버젼: v2.4.3 

3. DJI GO 앱 안드로이드 버젼: v2.4.3 

 

주요 업데이트 

1. 4096 x 2160 의 영상을 촬영 시, 예기치 못한 카메라 재가동 현상이 해결되었습니다. 

2. 롤 축의 수평 레벨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3. 타임랩스 모드에서 짐벌의 흔들림을 줄여 사진 촬영 안정도를 높였습니다. 

4. 핸들 움직임 컨트롤이 최적화되었습니다. 

5. 셀카 모드의 컨트롤이 최적화되었습니다. 

6. 한 개의 오즈모에 여러 기기를 연결하려고 할 때 나타나던 디스플레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7. 파노라마 모드에서 짐벌이 수평 레벨이 되도록 롤 축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8. 4K 영상의 플레이백 기능이 최적화되었습니다. 

9. 펌웨어 업데이트에 소리 안내가 추가되었습니다. 오즈모가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삐--삐삐…” 의 

사운드 알람이 있고, 실패할 경우 “삐-삐-삐-삐….”의 알람이 있습니다. 

 

최신 DJI GO 앱 v2.4.3 에서 지원하는 기능: 

1. 볼륨 디스플레이 및 볼륨 추가 설정. 

2. DJI GO 앱을 통해 전원을 끄고 슬립 모드로 바꾸는 기능. 

3. DJI GO 앱 상에서 셀카 모드를 설정. 

4. 터치스크린 짐벌 리모트 컨트롤 최적화. 

5. 180 도 파노라마 모드 지원. 

6. 와이트 밸런스 조절 기능 지원. 

7. 선명도, 채도, 명암을 조절하는 기능 지원. 

8. 영상 녹화 시 노출 매개 변수 조절 가능. 

9. 카메라 설정의 바로가기 지원. 

  

유의 

1. 인스파이어 1 젠뮤즈 X3 짐벌과 카메라는 오즈모 핸들에 장착하여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인스파이어 

기체에서 펌웨어 버젼 v1.5.0.30 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2. 인스파이어 1 젠뮤즈 X3 짐벌과 카메라가 보호 모드로 설정될 경우, 파워 사이클을 통해 오즈모를 

다시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3. 인스파이어 1 젠뮤즈 X3 짐벌과 카메라는 슬립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4. 짐벌의 흔들림은 오토 캘리브레이션 기능으로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실패하면, 오즈모와 DJI GO 앱을 재시작 해주시고 업그레이드를 다시 한 

번 진행해주세요. 

6.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 후, 짐벌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즈모 릴리즈 노트 

© 2016 DJI All Rights Reserved. 

 

2015.11.11 

펌웨어 버젼 업데이트:  V1.2.1.60 

 

주요 업데이트 

11 월 6 일에 업데이트된 오즈모 펌웨어 v1.1.1.50 는 가끔 시스템 불안정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비정상적인 녹화 현상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펌웨어 v1.2.1.60 를 업데이트하여 오즈모의 공장 초기화 펌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펌웨어 버젼 ‘v1.0.1.19+’ 은 DJI GO 앱 상에서 초기화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즈모 릴리즈 노트 

© 2016 DJI All Rights Reserved. 

 

2015.11.06 

펌웨어 버젼 업데이트 : V1.1.1.50 

 

주요 업데이트 

1. 와이파이 설정을 초기화하기 위해 키 조합을 진행할 경우, 와이파이의 주파수는 2.4GHz 로 

초기화됨. 

2. 4096 x 2160 해상도의 영상 녹화 후, 예기치 않은 카메라 재가동 문제 해결. 

3. 팬 축이 타임랩스 모드로 움직이는 사진을 촬영할 시 흔들리는 문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