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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개요

전원
버튼

액션
버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카메라

붐 암

플래시

팔꿈치 관절

디스플레이 팟

마이크 A1 
(A2, 반대편)

마이크 B1

어깨 관절

탈착식 헤드 스트랩
탈착식 헤드 패드

스피커

디스플레이 창

마이크 B2

마이크로 USB

오디오 잭



HMT-1 충전 방법
1.  그림과 같이 USB C 충전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2.  케이블을 그림과 같이 벽면 충전기에  

연결하여 플러그를 꽂습니다.

충전 중일 때에는 전원 버튼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USB C

USB C 충전 케이블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충전기
(별도 포장)

마이크로 USB 데이터 
및 충전 포트는 커버 
아래 위치함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HMT-1 사용
안전모 클립은 shop.realwear.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뒤쪽 헤드 패드와 오버헤드 스트랩을 제거합니다.
2. 안전모 클립을 HMT-1 밴드에 걸고 딸깍 소리가 나도록 제자리에 끼워 넣습니다.
3. 클립을 안전모 액세서리 홈에 밀어 넣습니다. HMT-1 밴드는 안전모 하네스  
바깥쪽에 놓여야 합니다.
4.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하면 편안하게 고정될 때까지 조입니다.
5. HMT-1을 안전모에서 분리하려면 클립을 손가락으로 꼬집어 안전모  
홈 바깥쪽으로 눌러서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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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위한 QR 코드 생성1 2 3 4 5 6 7 8 9 10

1.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realwear.setupmyhmt.com
으로 이동합니다.

2. 구성을 선택합니다.
3.  화면에 나타나는 지침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1.  Google Play 또는 Apple App Store 에서 RealWear 
Companion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스마트폰에서 RealWear Companion을 실행합니다.
3. 구성을 선택합니다.
4. 처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5.  앱에 표시되는 단계를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QR 코드를 

생성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이 코드를 스캔하여 RealWear  
Companion을 다운로드합니다.

RealWear Companion 앱 사용 realwear.setupmyhmt.com 사용또는



HMT-1 착용1 2 3 4 5 6 7 8 9 10

눈과 디스플레이 간 간격을 너무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디스플레이가 눈에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최상의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버헤드 스트랩을 조절하여 HMT-1이 수평으로 귀 약간 위쪽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눈 시선 방향 아래로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Z”자 모양을 이루도록 합니다.

지배안(Eye dominance)은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시각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서 오른쪽 눈이 우세하지만 간혹 어느 쪽 눈도 우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볼 때 주로 
사용하는 눈을 이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지배안을 판별하려면

1.  두 팔을 쭉 펴고 손으로 삼각형을 만듭니다. 
2.  양쪽 눈을 모두 뜬 상태에서  삼각형 중심에 위치한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주시합니다.
3.   삼각형 중심에 있는 물체를 계속 주시합니다. 오른쪽 눈을 감습니다. 물체가 여전히 삼각형 

내에 위치하면  왼쪽 지배안인 것입니다.
4.   삼각형 중심에 있는 물체를 계속 주시합니다. 왼쪽 눈을 감습니다. 물체가 여전히 삼각형 

내에 있으면  오른쪽 지배안입니다.
5.  양쪽 눈 모두에서 물체가 삼각형 내에 보이면  지배안이 없는 것입니다.
6.  테스트를 반복하여 확인합니다.

지배안 확인하기1 2 3 4 5 6 7 8 9 10



HMT-1 켜기1 2 3 4 5 6 7 8 9 10

1.  HMT-1은 자동으로 구성 모드에서 시작됩니다.
2.  1단계에서 생성한 QR 코드를 카메라로 가리킵니다. 
3.  HMT-1이 QR 코드를 감지하여 기기를 구성합니다. 

HMT-1은 음성과 머리 움직임으로 제어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머리를 움직여 탐색합니다. 움직일 
수 없다면 도움말 표시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세요1 2 3 4 5 6 7 8 9 10

HMT-1에서 구성 QR 코드를 스캔합니다1 2 3 4 5 6 7 8 9 10

참고: 기기에 WiFi가 연결되면 RealWear Device Agent가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언어를 변경하려면 HMT-1 측면의 액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선택한 언어로 자동 전환되며, 원하는 언어가 
선택되면 버튼을 놓습니다.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기기가 켜집니다.

카메라를 위/아래로 
돌려 최상의 화면 
상태를 찾습니다.

디스플레이의 4개 모서리가 모두 
선명하게 보이도록 디스플레이 
팟을 조절한 후 링을 사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잠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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