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Mouse 
(ver 3.2) 

Cyclops 

10 April 2012 



1.  3DMouse Server 설치 

• 3DMouseServer를 PC에 다운로드 

 (http://mouse.cyclops.co.kr 에서 3DMouseServer.rar 또
는 3DMouseServer.zip 다운로드) 

• 3DMouseServer (.rar 또는 .zip 파일) 압축 풀기’ 
(3DMouseServer.exe 생성) 

• 서버의 password를 스마트폰의 젂화번호 (“-” 없
이 숫자만)로 설정하면, 초기 자동 접속이 가능합
니다. 

 

 

 

 

http://mouse.cyclops.co.kr/


2.  3DMouse Server 실행 

3DMouserServer.exe 실행 
Password 설정 
 

연결에 사용할 IP 확인 
 1. 아이콘 Right-Click 
 2. “Wifi” Left-Click   

(192.168.123.168) 

(작업 표시줄에 아이콘 생성) 



3. 3DMouse App 기본 화면 

  Main 

Scroll Bar 

Right 
Click 

Left 
Click 

Connection 

Keyboard 

Help/Settings 

(Menu Buttons) 



4. 연결 설정 

Add 

(Type-
in) 

Save 

Edi
t 

Scan 

(선택) (Connection) 

 *Host IP는 위 Server 
실행 부분 참조 

Wifi 

(Scan) 

•접근 가능한 Host 와  
3DMouse 서버  나열   
( 서버는 3DMouse Server 
실행 시 표시됨.)   

* 최초 사용시, PC 서버가 설치되어 실행 중이면, Wifi 자동 연결을 시도합니다. (Password: 전화번호) 



Add 

(Type-
in) 

Save 

Edit 

Edit 

(Select) (Connection) 

Bluetooth 



5. Mouse 설정  
  

(Help/Settings) 

Gyro 

Touch Mouse  Gyro Mouse 

* MoveAction을 선택하면 기본 화면의 반달이 
마우스 움직임을 표시 

 Vibrator: 진동 선택/해제 (checked/unchecked) 
 MoveAction: 기본 화면의 반달이 마우스 움직임을 표시 
 Proximity: Near/Far (센스값) Gyro Mouse 작동 시작/중지 
 Reverse (Move up/down): 마우스 상하 움직임을 변경  
      (Orientation /Gyroscope sensor) 



6.  제한 사핫 

• 현재 버젂의 Keyboard는 기본적으로 영어만 지
원하지만, 한글은 Line Edit 창을 통핬 PC의 유니
코드 (UTF-16) 지원 응용프로그램에만 제한적으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luetooth는 PC나 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패키
지에 따라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7.  Keyboard  

(keyboard) 

Touch Edit 
window 

• Type 한 글자 단위로 PC로 전송 
    (한글은 안됨) 
•  BACK 키로 종료 

•   Edit  창의 Text는 ENTER  키로 PC에 전송 
•  유니코드 (UTF-16) 엔코딩  
•  한글은 PC의 유니코드 지원 프로그램에만 사용 가능 
•  BACK 키로 종료 

*  PC 유니코드 지원 응용프로그램: 
•  Google Browser Crome (주소창) 
•  MS Word/Wordpad  

(Block Mode) 



8.  Screen Capture (Live) 

 Buttons: 
 Scroll: PC screen capture (live) 시작/중지 

 
         : 확대/축소 

 
         : 캡쳐크기 늘임/줄임 
 

 * Proximity sensor 값: “Move” (Gyro) 시작/중지 
 

(click) 

(click) 

+/- 

+/- 



9.  Windows for Sensors     

Sensors: Gyroscope/Accelerometer/Orientation/Magnetic-field 
    (“Active” On/Off 설정) 
 센스 값들이 움직임에 따라 변함 (파란색).   
 자이로스코프가 동작하면, 오리엔테이션은 마우스에 사용 안함. 
 Magnetic-field: UFO 조정 (흰 원들) 
 Menu Buttons: 

 Options: 구슬, 윷 및 UFO에 관한 설정 
Help: Windows for Sensors에 대한 설명 

Menu Button 
Menu Button 

* Jump to 
Landscape 



Options 

 Seek Bars: 
 구슬/UFO  수/속도/크기 설정 
 윷가락 체공시간 설정 
 Button: 
 설정 변경 저장 
 Check Boxes: 
 구슬 쥐기 작동 
 윷던지기 작동 
 
•Proximity sensor 의 용도. 
 구슬쥐기/윷던지기  재시작 
 잡은 구슬 풀기 
•Purse button (구슬을 쥐었을 때/윷 던졌을 때) : 
 구슬쥐기/윷던지기 중단 

 



10. Landscape 

Move button 이나  Proximity sensor 설정으로 Gyro Mous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ft Click Right Click 

View (Click Scroll button) 

Reset 

Scroll 

Keyboard 

*  When “Auto”, the real screen size set by 
Reset 



Menu 

PC root directory Camera (Touch mouse is active) 



PC Files 

Directory Lookup 

File 선택 

Download 

• 많은 파일의 전송이 필요시,  WiFi menu의 FTP (cycFTP)를 이용. 

PC 에서 열기 



Camera 

Take Picture 

Capture Preview (B/W) 

Save (at /sdcard/3DMouse/P…)  

Scroll 
up/down 

click 

Touch 

Led On/Off 



Screen Capture 

SeekBars:  PC Screen 및 Capture 크기 설정 
       (Auto:  1500x1200 이하 화면 지원) 
Buttons: 

 keyboard: 키보드 열기 (Edit: 한줄 입력 후 보내기) 
     (커서 창이 상단에 열리고, 실시간 업데이트 됨) 
 +/-:  화면 확대/축소 및  PC 화면 크기 설정에 사용)  
 View & Scroll: PC 스트린캡처 및 스크롤 
 Move:  GYRO 마우스 동작 (스크린 팬닝됨) 
 Reset:  화면 초기화 

Left Click 

Right Click 

Scroll down 

Scroll up 

Right Click 

Left Click 

Live Screen 

Still Screen 



Live Screen (+ Touchpad) 

PC Screen window 

View 

PC 
Cursor 

* TOUCH mouse activated. 



Still (Full) Screen 

Cursor window 

Keyboard 

Move 

Zoom 



10.  WiFi  

폰 IP 와 접속 AP 

List of reachable IPs 
connected to the same AP. 

Scan 시간 간격 설정 

List of APs scanned.   

(Features from Jaywalk) 

cycFTP:  PC에서 
FTP Client를 사용,
폰에  upload 및 
download  가능   

선택한 IP로 새로운  연결 만듬. 

선택한 AP에 연결을 시도. 

Hotspot: 무선공유기가 없을 때 무선랜 
PC와 연결에 사용. 

(SSID: Jaywalk, Net type: Open ) 



부록: 무선공유기 없이 3DMouse 사용하기 

휴대용 Wifi 핫스팟 

• 설정    무선 및 네트워크 

   테더링 및 휴대용 핪스팟 

   휴대용 WiFi 핪스팟 (Check) 

• 휴대용 WiFi 핪스팟 설정 

  WiFi 핪스팟 구성: 

        네트워크 SSID: (Any name)  

    Security: (Open for easy but risky use) 

• PC의 무선랜에서 AP 검색하여 위의 SSID에 
연결. 

 

USB 테더링 

• 스마트폰을 USB로 PC에 연결 (USB 저장
소로 사용 안 함) 

• 설정    무선 및 네트워크 

  테더링 및 휴대용 핪스팟 

   USB 테더링 (Check)  

• 자동 설치된 AndroidNet NDIS Ethernet 
Adapter  가 사용 중임을 네트워크 연결
보기를 통핬 확인 

 

 PC의 무선랜 기능 중 AP 모드를 지원하면, PC를 AP로 설정하고, 스마트폰을 여기에 연결
하여 사용. 

 연결에 사용할 (Host) IP 확인은 위 (Section 2. 3DMouse Server 실행) 참조.  

 



휴대용 Wifi 핪스팟 

설정 

(Connection) 

3DMouse 

무선네트워크 목록보기 



USB 테더링 

  

AndroidNet NDIS Ethernet Adapter 확인 

설정 

(Connection) 

3DM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