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카메라를 위한 픽시오(Pixio) 
실내.외 활동을 위한 개인 자동 추적 카메라 로봇 

픽시오는 실내.외 동시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의 자동 추적 카메라로봇으로  

자동으로 워치를 추적하며 줌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맨의 도움 없이  4K 비디오를 촬영하세요. 

초, 중고, 대학, 교회, 스포츠, 컨퍼런스, 리허설, 회의, 이벤트 등…! 

• 구성품  

로봇 (카메라 및 삼각대 미포함), 워치, 3개의 마이크로 비콘(작은 삼각

대 포함), 배터리 및 충전기(무선충전기 포함), 케이블.  

• 호환 카메라 

• 2년 보증 

©  2019 Pledo, LLC. All rights reserved 

• 추가정보 https://www.pledo.co/pixio 

• 가격: US$799 

• 구매: https://www.pledo.co/product-page/pixio-with-holder 

무료 배송 및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무료 홀더 제공 

Contact: 573-930-0260 | sales@pledo.co 

※무료 배송 및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무료 홀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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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셈은 실내.외등에서 사용 가능한 세계 최초의 자동 추적 카메라로봇으로  

자동으로 워치를 추적하며 줌인.아웃 기능을 제공합니다. 

카메라맨의 도움없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하여 멋진 비디오를 촬영하세요. 

초, 중고, 대학, 교회, 스포츠, 컨퍼런스, 리허설, 회의, 이벤트 등…! 

©  2019 Pledo, LLC. All rights reserved Contact: 573-930-0260 | sales@pledo.co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위한 픽셈(PIXEM) 
실내.외 활동을 위한 개인 자동 추적 카메라 로봇 

무료 배송 

• 구성품  

로봇 (삼각대 미포함), 워치, 3개의 마이크로 비콘(작은 삼각대 포함), 

배터리 및 충전기(무선충전기 포함).  

• 호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안드로이드 및 iOS) 

• 2년 보증 

• 추가정보 https://www.pledo.co/pixem 

• 가격: US$799 

• 구매: https://www.pledo.co/product-page/pixem 

※ 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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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 INDOOR and OUTDOOR 

       실내.외 무관하게 사용가능 

• 사용가능 거리 

       100m 

• Automatic ZOOM 

       지원카메라: https://www.pledo.co/pixio 

       지원 스마트폰 및 태블릿: https://www.pledo.co/pixem 

       기타 카메라 줌인 고정. 

• REC control from the watch 

       지원카메라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Rotations 

       팬(PAN) (horizontal): 360°  

       추적속도: 초당 120°. 최대(45mph at 30ft; 72km/h at 10m).  

       수동틸트 

• 탑재 가능 무게 

       2.5kg까지 

• 모터 소음 

       거의 무소음. 블루투스 마이크나 원격 음성을 사용하기 위한 기

타 마이크 사용가능. 

• 이동 및 팩킹 

       일반 카메라 가방 사용가능> 22x10x15cm. 

• 다중 사용Multi-user 

       16명까지 사용가능하며 서로 다른 위치에서 16개의 로봇을 사용

할 수 있음. 최대 3개의 워치를 이용하여 16개까지 로봇을 이용한 동영

상 촬영가능. 즉 하나의 워치가 몇 개의 로봇을 조정하여 동영상 촬영

가능 

• 사용가능 시간 

       로봇: 약4시간, 워치: 약3시간, 마이크로 비콘: 약3시간 

       모든 충전기 포함(워치: 무선충전기, 마이크로 비콘: 표준USB). 

       로봇과 마이크로 비콘의 메인전원 사용가능 

       (고정된 장소에서 로봇을 사용할 경우 이점) 

• 크기 및 무게 

     로봇 17x10x10cm | 800g  

     비콘 10.5x5x2cm | 65 g  

     워치 7x5x2cm | 50g 

• 보증 

        2 년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The supplied interface cable must be used with the equipmen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digital device pursuant 
to Subpart B of Part 15 of FCC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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