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드웨어 사용설명소프트웨어 실행준비

제품 버튼 및 기능 설명

다이얼 기능 : 수치 조절 전원버튼

그룹변경버튼버튼 1~4 : 단축키

그룹 사용방법

그룹변경버튼을 누른 후 1~4 버튼을 눌러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당 다이얼 기능 4개, 단축키 기능 4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다이얼 기능 4개

버튼 기능 4개

Grid10-CT
제품 사용설명서

3. INVAIZ STUDIO에서 기기연결을 확인합니다.

Device Connect

Device Connect

Device Not Connected

Device Not Connected

1. 컴퓨터에 INVAIZ STUDIO(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소프트웨어 실행www.invaiz.com

윈도우 1.0 다운로드 2020.06.24

2020.12.25

2021.06.24

Windows 용 INVAIZ 소프트웨어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윈도우 1.5 다운로드

윈도우 2.0 다운로드

2. C-type 케이블을 USB 포트에 연결 후 제품의 전원을 켭니다.

1~2초 길게 누르기

USB 케이블

C-type

5. INVAIZ STUDIO에서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INVAIZ STUDIO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Background

Photoshop

Illustrator

Group 2

Group 1

GRID-10 CT 설정 및 옵션

Download Background Preset from Community

new Preset

Connected

new Preset

버튼 사용방법

하나의 그룹당 단축키 기능 4개를 총 16가지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은 단축키로 사용합니다.

다이얼 사용방법

하나의 그룹당 다이얼 기능 4개를 총 16가지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은 이동 및 수치조절 시 사용합니다.

Ps

Lrc

Ai

Id

Pr

Ae

Xd



Grid10-CT
제품 사양 및 세부정보

다이얼 : 높이 x 너비 x 깊이: 15mm x 15mm x 12mm 

높이

15mm

15mm너비

버튼 : 높이 x 너비 x 깊이: 10mm x 20mm x 2mm 

20mm너비

높이

10mm

제품 규격

Grid10-CT : H x W x D: 63mm x 145mm x 28mm 

High

145mm

63mm

Width

28mmDepth  75g Weightg

length: 120mm C-type Cable :

120mmlength

6mmDepth

4mmDepth

High

37mm

14mmWidth

USB

High

33mm

12mmWidth

C-type 패키지 내용물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위한 인터넷 연결

macOS 및 Window의 INVAIZ studio 소프트웨어
사용 가능한 USB 2.0 이상 포트 기술 지원 기기 

요구 사항 :

사양

24Perse, No Detent 16개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다이얼다이얼 :

Windows ® 10 이상, macOS 10.11 이상

C-type 케이블 :

C-type 케이블

프로토콜 기술
유선연결 1.2m
전원 온/오프 스위치

연결 :

Tact Swich 16개의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버튼버튼 :

1.2m 유선 지원유선 작동거리 :

INVAIZ studio 지원 소프트웨어 :

1년 제한 하드웨어 보증보증 정보 :

Grid10-CT

USB-C 유선연결 케이블 (USB-A to USB-C)
사용 설명서
제품 보증서 (인증서)

내용물 :

R-R-NVZ-Grid10-BT제품 번호 :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Grid10-CT

사양

소프트웨어 실행 프리셋 이름 변경

1. 컴퓨터에 INVAIZ STUDIO(전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1. INVAIZ STUDIO의 우측 상단 프리셋에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2. 변경할 이름을 작성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1. INVAIZ STUDIO의 우측 상단 프리셋에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프리셋 선택

프로그램 선택

1. INVAIZ STUDIO의 좌측에 프로그램 선택을 확인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위치한 프리셋을 눌러 활성화 시킵니다.

2. 프로그램을 눌러 현재 사용 할 프로그램으로 변경합니다.

프로그램 변경

마우스 이동

프리셋 위치로 마우스 이동우측 상단 프리셋 위치

프리셋 이름 변경프리셋 이름 설정

Background

Photoshop

Illustrator

Background

Photoshop

Illustrator

new Preset new Preset

설정 및 옵션

new Preset new Preset

설정 및 옵션

new Preset new Preset

설정 및 옵션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PremirePro

설정 및 옵션

Group 1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PremirePro

설정 및 옵션

Group 1

프리셋 추가하기

1. 우측 상단 프리셋 더보기 버튼에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2. 버튼을 눌러 프리셋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프리셋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설정 및 옵션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설정 및 옵션

Group 1

Group 1

Group 1

프리셋 추가

프리셋 제거

프리셋 불러오기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New Preset

설정 및 옵션

프리셋 이름 변경

Cancel Ok

new Preset new Preset

설정 및 옵션

프리셋 이름 변경

일러스트

Cancel Ok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Grid10-CT

사양

프리셋 불러오기

1. INVAIZ STUDIO의 우측 상단 프리셋에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2.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한 후 열기를 눌러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3. 불러온 프리셋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프리셋 삭제

1. 우측 상단 프리셋 더보기 버튼에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2. 버튼을 눌러 프리셋 제거 버튼을 선택합니다.

3. 프리셋에 있는 X버튼을 눌러 프리셋을 제거시킵니다.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PremirePro

설정 및 옵션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PremirePro

설정 및 옵션

Group 1

프리셋 추가

프리셋 제거

프리셋 불러오기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 PremirePro

설정 및 옵션

프리셋 공유

1. INVAIZ STUDIO 중간 제품 상단의 부분을 누룹니다.  

2. 홈페이지에 있는 프리셋을 공유하거나 다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Download Background Preset from Community

그래픽텍스트 작업

텍스트 작업

열기(O) 취소

프리셋의 불러오기

[Photoshop] 사진편집

파일 이름 [Illustrator] 그래픽

[Illustrator] 그래픽

프리셋 내보내기

1. INVAIZ STUDIO의 우측 상단 프리셋에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2. 프리셋의 내보내기 아이콘을 눌러 프리셋을 저장합니다.

프리셋 내보내기 프리셋 내보내기 저장

저장(S) 취소

프리셋의 내보내기

내보내기 하시겠습니까?

[Illustrator] 그래픽

[Photoshop] 사진편집

파일 이름

파일 형식 All Files (*.*)

[Photoshop] 색 보정

[INVAIZ_OFFICAL] [INVAIZ_OFFICAL]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Grid10-CT

다이얼, 단축키 기능 설정 (사용자 지정 키 입력)

그룹 이름 설정

1. 중앙에 있는 Group 1 우측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2. Group 1 우측을 누르고 그룹 이름을 설정합니다.

다이얼, 단축키 기능 설정 (프로토콜)

Setting - Dial Rotate Setting - Dial Rotate

Setting - Group 1 Dial 1

타이틀 입력     Ex) 저장하기

좌측 회전 키 입력 우측 회전 키 입력

타이틀 입력

좌측 회전 키 입력 우측 회전 키 입력

Setting - Group 1 Dial 1

Setting - Button Setting - Button

Group1 Group1

Group1 Group1

타이틀 입력

키 입력

타이틀 입력

키 입력

Group 1 Group 1

Group 1 Photoshop

1

Keyboard

Background 기능 설정

Background 기능 검색

직접 입력

볼륨

화면 이동

Cancle Save

1

Background 기능 설정

Background 기능 검색

직접 입력

Keyboard

1

Keyboard

Background 기능 설정

Background 기능 검색

직접 입력

볼륨

화면 이동

Cancle Save

Background 기능 설정

Background 기능 검색

직접 입력

Keyboard

1

1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1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볼륨

Fn + F12 Fn + F11

저장Cancle Save 저장Cancle Save저장Cancle Save 저장Cancle Save

Setting - Button Setting - Button

1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1

브러쉬

B



Grid10-CT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서

프로그램 자동 전환백그라운드 사용법

GRID-10 CT

Download Background Preset from Community

1. 프로그램 자동 전환이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인식하여 
    프리셋이 자동 전환되는 기능입니다.

2. 프로그램 선택 상단에 프로그램 자동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On/Off 할 수 있습니다.

GRID-10 CT

Download Background Preset from Community

2. 백그라운드는 프로그램 선택창 제일 위에 있습니다.

1. 백그라운드를 이용하여 직접 단축키를 설정하면 공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B

C D

백그라운드 다이얼, 단축키 기능 설정 (사용자 지정 키 입력)

Setting - Group 1 Dial 1

타이틀 입력     Ex) 저장하기

좌측 회전 키 입력 우측 회전 키 입력

타이틀 입력

좌측 회전 키 입력 우측 회전 키 입력

Setting - Group 1 Dial 1

Group1 Group1

타이틀 입력

키 입력

타이틀 입력

키 입력

1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1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볼륨

Fn + F12 Fn + F11

저장Cancle Save 저장Cancle Save저장Cancle Save 저장Cancle Save

Setting - Button Setting - Button

1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Background 기능 설정 직접 입력

1

브러쉬

B

Ps

Lrc

Ai

Id

Ps

Lrc

Ai

Id

Ps Lrc

Ai Id



Grid10-CT
부가 기능 설정

3. 화면의 원하는 위치에 오버레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INVAIZ STUDIO 우측 상단 설정 및 옵션을 누릅니다.

2. 듀얼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 원하는 위치에 고정 또는 마우스가 
    위치한 화면에 오버레이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의 경우에만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오버레이 설정

new Preset new Preset

오버레이 위치 설정

설정 및 옵션

1

4

7

2

5

8

3

6

9

4. 제품을 돌려서 사용할 경우 오버레이 회전을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고정 표시 모니터 설정 마우스 위치 기준

0

7. 오버레이 표시를 1초~3초 또는 항상표시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표시 시간

기능 실행 후 1초

기능 실행 후 1초

기능 실행 후 2초

기능 실행 후 3초

항상 표시

5. 불투명도 수치를 조절하여 원하는 투명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불투명도

오버레이 불투명도

6. 오버레이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크기

오버레이 크기

오버레이 방향 설정



Grid10-CT
부가 기능 설정

2. 하단에 있는 서브 오버레이 버튼을 통해 ON/OFF할 수 있습니다.

3. 불투명도 수치를 조절하여 원하는 투명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서브 오버레이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 서브 오버레이는 마우스로 클릭하여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상 표시되며 마우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브 오버레이 설정

1. INVAIZ STUDIO 우측 상단 설정 및 옵션을 누릅니다.

new Preset new Preset

설정 및 옵션

Ai 화면 확대축소

Ai 화면 확대축소

Ai 화면 확대축소

Ai 화면 확대축소

Ai 화면 확대축소

Ai 화면 확대축소

오버레이 불투명도

오버레이 불투명도

오버레이 크기

오버레이 크기

Ai 화면 확대축소



전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Grid10-BT/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