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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버튼과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렌즈, XF 카메라 바디, IQ 디지털 백

다이얼, 버튼과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 

XF 카메라 바디

셔터 릴리즈 버튼과 사용자 버튼 모두는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이들 모두는 사진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사용되고 “버튼”으로 지칭됩니다.

 매뉴얼 후반에 나오는 원터치 UI에서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어하도록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키의 “키(keys)”와는 구분됩니다.

셔터 릴리즈 버튼

전면 사용자 버튼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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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바디

IQ 디지털백

XF 카메라 바디의 상단 스크린은 터치감응식 반투과형 LE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어, 

다이얼과 키를 사용하여 탐색하는 메뉴 시스템과 함께 기능들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모든콘트롤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

전면 다이얼 

상단 전면 키

상단 후면 키

전원 버튼

측면 다이얼

후면 사용자 버튼

후면 다이얼

상단 좌측 키

CF 카드 삽입구

하단 좌측 키

전원 버튼 후면 터치 스크린

하단 우측 키

상단 우측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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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의 주요 부분

렌즈, XF 카메라 바디, IQ 디지털 백

수동 초점 링

AF/MF 선택 링

초점 거리 눈금과 DOF 표시 마크

탈부착 가능한 후드

리프 셔터 렌즈

렌즈 분리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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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배터리함을 가진 핸드그립

디옵터 조정 다이얼

전면 다이얼

뷰파인더 블라인드 레버

상단 터치 스크린

탈부착가능한 뷰파인더

뷰파인더 분리 슬라이더

플래시 싱크 포트

핫슈

12핀 멀티 커넥터 포트

후면 터치 스크린

측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

백 분리 버튼

백 잠금 슬라이더

CF 카드 삽입구

배터리 삽입구

FireWire 800 포트USB 3.0 포트 전원 버튼

 
8핀 멀티 커넥터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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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 장착

디지털백과 카메라 바디의 모듈성

시스템 구매 방식에 따라, XF 카메라 시스템은 IQ 디지털백이 장착된 상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촬영 전에 카메라를 제거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카메라와 

사용하려고 하는 등의 XF 바디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설명에 따라 주십시오.

XF 카메라 바디에서 IQ 디지털백 제거하기

1. 카메라 시스템을 끄고 디지털백에 연결된 인터페이스 케이블들을 분리합니다.

2. 디지털백 분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IQ 백 잠금 슬라이더를 XF 바디 쪽으로 밉니다. 잠금 

슬라이더가 안전 장치로써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3. IQ 디지털 백을 위에서부터 뒤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XF 카메라의 가이드 레일에서 디지털 

백을 살짝 들어올리며 분리합니다.

IQ 디지털백을 XF 카메라 바디에 장착하기

1. XF 카메라 바디 하단에 있는 가이드 레일에 IQ 디지털백의 마운트 플레이트를 부드럽게 

위치시킵니다.

 

2. 백의 분리 슬라이더를 밀면서 릴리즈 버튼을 눌러 백의 상단 잠금장치를 집어 넣습니다. 

그런 다음 하단의 가이드 레일을 중심축으로 사용하여 IQ 디지털백을 카메라의 이중 걸쇠쪽으로 

꼭 누릅니다.

NOTE:

카메라 바디에서 IQ 백을 분리한 후, 커버를 씌워 

센서를 보호하고, XF에 백 포트 커버를 끼워 먼지로

부터 카메라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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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카메라 위 또는 오른쪽에서 바라보면서, 렌즈의 파란 또는 빨간 색인점을 XF 카메라 바디

의 베이오넷 마운트에 있는 빨간 또는 파란 색인점에 맞추고, 시계방향으로 멈출 때까지 

돌립니다.

 

2.

 

  

 

   

   

 

 

   

   

  

XF 카메라 시스템 장착

1.XF 카메라 시스템의 전원을 끕니다.2.오른손으로 뷰파인더를 안전하게 잡고, 오른손 엄지로 

뷰파인더 분리 슬라이더를 앞으로(렌즈 쪽으로) 밉니다.3.뷰파인더를 들어올려 빼냅니다. 뷰파

인더 뒤쪽부터 움직이면서 카메라 바디에서 분리시킵니다.

1.XF 카메라 시스템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뷰파인더를 아래쪽으로 약간씩 기울이면서 오른손으로 뷰파인더를 안전하게 잡습니다.

3.바디의 앞쪽 가장자리가 뷰파인더의 앞쪽 가장자리를 받치고 있게 합니다.

4.뷰파인더의 앞쪽 핀들이 XF 뷰파인더 포트 앞에 위치한 핀 레지스트레이션 홈들과 일직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전자 연결부와 뷰파인더의 프리즘 모두는 바디의 연결부와 뷰파인더 

스크린 홈들과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5.바디와 높이가 맞을 때까지 뷰파인더 뒤쪽을 조심해서 낮추고, 제 위치에 딸깍 걸릴 때까지 

뷰파인더를 누르십시오.

 

XF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 디옵터(XF Waist Level Finder Diopters)

여러분이 원시나 근시인 경우, XF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의 기본 확대경를 옵션 사항인 디옵터로 

교체하여 안경없이 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 디옵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같은 고정된 보정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확대경은 중간인 0의 보정값을 가집니다. 

디옵터는 아래 제품번호에 따라 구매가 필요한 액세서리 입니다.

• 73094 XF Waist Level Finder Diopter +2 

• 73095 XF Waist Level Finder Diopter +1 

• 73096 XF Waist Level Finder Diopter 0 (WLF에 포함되어 있음) 

• 73097 XF Waist Level Finder Diopter -1 

• 73099 XF Waist Level Finder Diopter -2

 

 

NOTE :

 카메라 전원을 켜고 사용하기 전에 뷰파인더가 안전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대로 장착 되어 있지

 않으면 카메라 고장을야기할 수 있고, 카메라나 뷰파인더가 떨어질 위험성도 가지게 됩니다! 광학적 구성요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십시오.

렌즈 분리

카메라의 좌측 앞쪽에 있는 렌즈 분리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십시오.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멈출 때까지 돌리고, 바디로부터 조심해서 들어올립니다.

렌즈 장착

두 가지 색깔의 색인점이 있어 렌즈를 카메라에 더욱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위에서 

아래방향을 볼 때 (블루) 또는 오른쪽 측면에서 카메라 앞쪽을 볼 때(레드).

뷰파인더 분리 

뷰파인더 장착

교체가능한 뷰파인더
XF에서는 프리즘 뷰파인더 뿐만 아니라 웨스트 레벨 파인더(Part# 73090)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렌즈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 전면/후면 캡을 다시 끼우고 항상 장착된 상태를 유지하여 불의

의 손상으로부터 미러 장치와 렌즈 구성요소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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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연결촬영을 하지 않을 때, XF 카메라 바디와 IQ 백의 표준 전원은 7.2v(3400mAh) BP-911/914/915 

타입의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사용 전에 함께 제공된 Twin V Pro 충전기에서 두 개의 배터리를 

모두 충전하십시오. 소진된 배터리를 100% 충전하는데 대략 2.5~3시간이 필요합니다.

1. 충전기 아래 커버를 밀어서 열고, 스탠드 모양으로 뒤집어 꺾습니다.

2. 배터리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충전기 슬롯에 밀어 넣습니다. 배터리 한 개만 충천하는 경우 

어떤 슬롯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3. 충전잔량 표시기가 깜박거릴 것이고, 배터리의 충전 용량이 %로 표시될 것입니다.

4. 첫 번째 배터리가 충전되면, 충전기는 자동적으로 두 번째 배터리를 충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5. 충전잔량 표시기의 깜박임이 멈추고, 용량이 100%로 표시되면 충전이 완료된 것입니다.

6. 배터리를 분리하고 충전기에서 케이블을 뺍니다.

  

트윈 배터리 시스템
XF 카메라 바디와 IQ 디지털백은 모두 7.2v(3400mAh) BP-911, 914, 915 타입의 충전가능한 리튬이

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따라서 배터리 충전을 위해 같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Q 디지

털백은 사용 전, 그리고 버스파워 인터페이스 케이블(FireWire 800 또는 USB3.0)을 사용하여 컴퓨터

에 연결촬영을 할 때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XF 와 IQ 전원 공유
XF 카메라 바디와 IQ3 디지털백은 시스템 내에서 두 개의 BP-915 타입 배터리 전원을 공유하도록 설

계되어 전체 시스템의 작동 가능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IQ1과 IQ2 백은 XF 카메라와 전원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Q1과 IQ2는 카메라 바디와 분리된 디지털백 용 배터리에 의해서만 작동됩니다.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IQ 백이 그 자체 전원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다른 

카메라 시스템에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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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와 충전기 사용시 일반적 주의사항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 분리

카메라나 백에 배터리가 끼워져 있으면, 적은 양의 전류가 빠져 나가 급속한 방전과 배터리 수명 

단축을 야기합니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커버를 닫아 두십시오. 배터리 

단자에 묻은 먼지나 지문들은 연결상의 문제나 부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넣기 전에 

부드러운 천으로 접점부를 닦아주십시오.

연결촬영

FireWire나 USB 연결을 통해 컴퓨터로 테더 촬영을 할 때라도 IQ 디지털백에 배터리를 항상 끼워

두셔야 합니다.

사용 전 배터리 충전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방전됩니다. 최적의 실행을 위해 카메라와 IQ 디지털백을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외국에서 사용

외국에서의 사용을 위해 AC 파워 아답타가 몇 가지 파워 플러그 아답타와 함께 제공됩니다. 파워 

아답타는 110 ~ 250V AC(50/60Hz) 전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배터리 충전

배터리는 섭씨 5-35도(화씨 41-95도)의 적당한 기온의 (습기로부터 안전한) 실내에서 충전해야만 

합니다.

장기간 충전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둔 채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배터리를 

빼고 콘센트에서 충전기를 분리하십시오.

공인된 배터리만을 사용

7.2 V BP-915 타입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3300 mAh 이상의 용량이 권장됩니다. 몇몇 타사 

배터리는 제작공차의 차이 때문에 XF 카메라 바디 또는 IQ 디지털백의 배터리 함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배터리 함에 억지로 끼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분리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가 별 문제없이 빠져 나와야 합니다.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억지로 끌어내면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원 딜러에게 연락하여 상담하십시오.

제공되는 오리지널 파워 아답타 또는 12V DC 자동차 아답타 만을 사용

XF 바디에서 전원 켜고 끄기

배터리 충전기에 휴대용 계기용 변압기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12V 전기 

소켓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엔진이 구동되고 있지 않다면 자동차 배터

리가 방전될 것입니다.

XF 카메라 바디의 그립 상단 뒤쪽에 있는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XF와 IQ의 전원이 동시에 켜집

니다. 동일한 버튼을 길게 누르면 XF 전원이 꺼집니다. IQ 디지털백은 몇 초 뒤 자동적으로 꺼질 

것입니다. 또한 XF와 IQ는 디지털백의 전원버튼을 사용하여 켜고 끌 수 있습니다.

Tip: 디지털백의 진단이 먼저 실행되기 때문에, IQ 전원버튼을 사용할 때 더 빨리 켜지고/꺼집니다.

NOTE:

낮은 기온에서는 점퍼 안쪽 주머니에 여분의 배터리

를 보관하여 체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주십시오. 

– 리튬이온 타입의 배터리는 추운 환경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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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장착 및 분리

XF 바디에 배터리 장착

1. XF 카메라 그립 아래에 있는 배터리 함의 커버를 엽니다.

2. 배터리의 전원 접점부를 먼저 집어 넣습니다.

3. 제 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배터리를 밀어 올립니다. 

4. 배터리 함 커버를 닫습니다. 

XF 바디에서 배터리 꺼내기

1. 배터리 함의 커버를 엽니다. 

2. 그립 안에 금속으로 된 고정 걸쇠를 누르고 배터리를 빼냅니다.2. 

3. 배터리 함 커버를 닫습니다.
 

IQ에 배터리 장착

1. IQ 디지털백 아래에 있는 배터리 함의 커버를 엽니다. 

2. 배터리의 전원 접점부부터 배터리 함으로 집어넣습니다. 

3. 제 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배터리를 밀어 올립니다. 

4. 배터리 함 커버를 닫습니다. 

IQ에서 배터리 꺼내기

1. 배터리 함의 커버를 엽니다. 

2. 배터리 함 안쪽의 고정 걸쇠를 눌러 배터리를 꺼냅니다. 

3. 배터리 함의 커버를 닫습니다. 

배터리 수명
실제 촬영 가능한 컷수는 촬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브라우징, 오토 

포커스 실행, 라이브뷰, 와이파이, 프로포토 Air를 사용하면 한번의 충전으로 사용가능한 컷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배터리의 연식과 상태 또한 배터리 수명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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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 사용

IQ 디지털백의 언어 설정

IQ 디지털백에서의 날짜와 시간 설정

IQ 디지털백에서의 날짜와 시간 설정

날짜, 시간, 언어 설정

페이즈원 XF 시스템은 Type 1 Compact Flash(CF) 카드만 지원합니다. 페이즈원은 최적의 성능을 

위해 UDMA 7 type 카드(800x 이상의 속도)를 권장하지만, 속도가 낮은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드라이브(Microdrives), CF Type II 카드들과 IQ 백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LED Lights

IQ 디지털백의 스크린 하단 좌측 코너에 2개의 주요 LED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촬영할 때 Green L

ED가 빠르게 깜박거리는 것은 IQ 백이 작동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IQ 스크린이 흐릿해지더라도 Gr

een LED가 계속 켜져 있으면 카메라는 여전히 촬영 대기 상태입니다.

Red LED는 IQ 백이 저장 미디어에 저장 중이고 따라서 버퍼가 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몇몇 구형 IQ1 디지털백에는, CF카드 슬롯 옆에(커버 아래) 또 다른 Red LED 표시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CF 카드 작동 표시를 위한 것입니다.

CF 카드 장착과 분리

CF카드 라벨이 IQ 백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향하도록 하여, IQ 백 왼쪽에 있는 미디어 저장 슬롯에 

카드를 꽂습니다. 저 항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카드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드 바로 위의 검정색 분리 레버를 눌러 카드를 뺄 수 있습니다. – 한번 누르면 레버가 튀어나오고 

한번 더 누르면 카드가 빠집니다. 다른 카드를 넣기 전에 분리 레버가 제대로 닫혀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4.

날짜와 시간은 디지털백의 메뉴에서 설정, 제어할 수 있습니다. IQ 디지털백이 처음 공장에서 배

송된 때나 IQ백의 전원을 오랫동안 켜지 않았다면 백에 시간설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자동적

으로 뜰 것입니다.

스크린을 터치하고 숫자들을 스크롤하여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우측 

상단 코너에 보이는 “홈(Home)” 아이콘을 탭하면 다이얼로그를 나가 IQ 디지털백의 홈 스크린으

로 이동하게 됩니다. 설정된 날짜와 시간은 IQ 백에서 촬영되는 모든 파일에 EXIF 데이터로 적용

됩니다.

기본적으로 XF의 언어는 영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IQ의 언어는 아래 절차에 따라 바꾸실 수 있습

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중국어(간체), 일본어, 한국어, 러시아 등 9개 

언어가 지원됩니다.

1. IQ 백의 홈 스크린에서 ‘메뉴(Menu)’를 누릅니다.

2. 스크린 터치와 스크롤 다운으로 언어(Language)를 찾습니다.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녹색 체크표시 아이콘이 선택된 언어를 나타냅니다.

IQ 디지털백의 좌측 상단 키를 눌러 메뉴를 빠져나갑니다. 

CF 

LED Lights

카드 장착과 분리

LED Lights

NOTE :

실수로 잘못된 언어를 선택하여 메뉴 시스템을 읽을 수 없다면, (L)로 끝나는 메뉴 아이템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Language 메뉴입니다. 이 메뉴로 들어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영어로 언어가 설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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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 탐색

상단 터치 스크린, 다이얼, 키, XF 카메라 메뉴 소개

상단 터치 스크린(Top Touch Screen)

페이즈원 XF 카메라 시스템 작동의 중심에는 상단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크고 인체공학적인 

핸드그립 상단에 위치한 터치감응식/다기능 스크린은 카메라의 필수적 설정을 표시하고 계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그 모든 정보로의 접속은 말 그대로 당신의 손가락 끝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은 사용자가 그때 그때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카메라 제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콘트롤들이 사용자의 손가락 터치의 영향아래 있도록 합니다. 노출(Exposure) 

모드, AF 모드, 미터링(Metering) 모드로 변경을 하거나, 수동 ISO와 자동을 변환할 때, 스크린에서 

변경하고 싶은 것을 터치하고 표시된 옵션들 중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3개의 다이얼과 2개의 키(Three Dials and Two Keys)

XF 카메라 바디는 목적에 따라 인체공학적으로 위치한 다이얼을 갖고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각 다

이얼은 노출 설정들을 담당하는데,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 조리개 값(Aperture value)과 ISO가 

그것입니다. 다이얼들은 사용자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얼 중 하나를 Av

/Tv 또는 프로그램(Program)에서 노출 보상을 바꾸도록 변경하면 노출(Exposure) 모드의 직접 

제어가 가능해 집니다.

다이얼들은 모드형식(modal)으로, 선택되는 모드에 따라 상단 터치 스크린의 필수적인 메뉴 시스

템을 탐색하거나, 표시된 기능 설정들 각각을 스크롤 하는 것으로 기능이 전환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2개의 알루미늄 상단 키 중 하나를 한번만 누르면 됩니다.

전면키(Front Key)는 터치 스크린의 카메라 기능(Camera Function) 모드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고, 

후면키(Rear Key)는 필수적인 카메라(Camera) 메뉴를 보이게 할 때 사용됩니다.

카메라 메뉴(Camera Menu)

메뉴 시스템에서 전면 다이얼(Front Dial)은 항상 옵션들을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사용됩니다. 한편 

후면 다이얼(Rear Dial)이나 측면 다이얼(Side Dial)은 다음 단계를 탐색하고, 설정들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혼동을 막기 위해 이 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단 전면/후면 키(Top Front 

and Rear Key)는 모드 형식(modal)으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메뉴의 

콘트롤 설정을 위하여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레벨 간 이동을 위해 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정들을 선택하려면 후면 또는 측면 다이얼(Rear or Side Dial)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구성 가능한 버튼

모든 버튼들은 고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버튼들이 접속하는 기능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한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Secondary Shutter Release 

Button)과 2개의 사용자 버튼(User Buttons)은 상단 터치 스크린의 카메라 콘트롤(Camera Control) 

메뉴에서 쉽게 기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선택되었을 때, 셔터 버튼을 반만 누르면 카메라가 즉시 대기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촬영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3가지 커스텀 모드(Custom mode) 중 하나에서 설정 그룹을 저장/로딩 

하거나, 카메라가 디폴트 설정으로 복구될 때만 셋팅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팅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메뉴 시스템을 나갈 때 설정들이 항상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후면 다이얼 측면 다이얼

전면 다이얼

후면 버튼 전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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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터치 스크린

XF 카메라 바디 컨트롤

셔터 릴리즈 버튼

셔터 릴리즈 버튼은 2단계로 작동됩니다. 첫: 번째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누를 때 노출계와 오토 포커스가 

활성화되는 단계입니다 . 버튼을 완전히 누르면 셔터가 작동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싱글(Single), 연속촬영(Continuous Shooting) 또는 노출 브라케팅(Exposure Bracketing) 모드에서 바로 

셔터가 작동하거나 포, 커싱이나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 셀프타이머) 모드를 위한 미러업 잠금 같은 

특정 액션이 실행된 후 셔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오프(Display Off, 슬립) 모드에 

있다면, 반셔터로 카메라를 깨우고 설정된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반셔터는 메뉴를 빠져

나가고 카메라를 즉시대기 상태로 돌아오게 할 때도 사용됩니다 .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

이 모드형식(modal) 버튼은 디폴트 값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그러나 셔터 릴리즈 기능이 상단 터치 

스크린 메뉴에서 활성화되면 ,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은 메인 셔터 릴리즈 버튼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보조 셔터 릴리즈를 사용할 때도 메인 셔터 릴리즈 버튼은 계속 활성화 되어 있고, 

각 버튼은 셔터를 릴리즈 하거나 선택된 액션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

다기능 패널인 상단 터치 스크린은 카메라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스크린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주. 된 디스플레이는 클래식 레이아웃(Classi clayout)으로 카메라의 노출 값과 모드 설정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셔. 터 스피드 ,ISO, 조리개 값들은 전면, 후면, 측면 다이얼을 이용하여 각각 선택됩니다 

촬영(Capture), 미터링 ,AF 구역 모드 같이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다른 카메라 기능들은 전면 키를 

누르고 전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옵션들을 스크롤 또는 터치한 후 카메라 기능(Camera Function) 설정 

모드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Camera Menu) 디스플레이는 자주 사용되지 않는 

카메라 기능을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후. 면 키를 짧게 눌러 접속하고 전면 다이얼로 탐색하면 됩니다 .

옵션들은 후면과 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선택됩니다 .

주의사항 :상단 터치 스크린의 밝기는 스크린에 가까운 센서에 의해 자동 결정됩니다 그. 러나 밝기 

설정은 후면 키>U I설정(UI Setup)>백라이트(Backlight)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NOTE:

AF 우선순위(AF Priority)가 “초점(Focus)”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카메라는 AF 시스템에서 초점이 맞는 이미지만을 

촬영할 것입니다.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

셔터 릴리즈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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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다이얼(Front Dial)
전면 다이얼은 기본적으로 셔터스피드를 조절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모드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전면 또는 후면 키를 누른 뒤에는 각각 카메라 기능 설정과 카메라 메뉴를 찾는 용도로 변경됩니다. 

주의사항: 전면 다이얼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측면 다이얼(Side Dial)
측면 다이얼은 기본적으로 조리개 값을 조절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상단 터치 스크린의 카메라 기능 

설정과 카메라 메뉴에서 선택을 하는 용도로 변경됩니다. 측면 다이얼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면 다이얼(Rear Dial)
이 다이얼은 주로 ISO 조절 시 사용되고, 모드형식의 측면 다이얼처럼 카메라 기능 설정과 카메라 메뉴

에서 선택을 할 때도 사용됩니다. 후면 다이얼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단 전면 키(Top Front Key)
상단 전면 키를 짧게 누르면 상단 터치 스크린에 표시되는 카메라 기능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키를 

여러 번 누르거나 전면 다이얼을 스크롤하여 빠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된 항목은 흰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후면이나 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림으로 표시된 기능이 바로 활성화

됩니다.

상단 후면 키(Top Rear Key)

파워 버튼(On/Off Button)

상단 후면 키를 짧게 누르면 카메라 메뉴에 접속하게 됩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에 메뉴가 표시될 때, 후면 

키는 탐색용도로 기능이 변경되고 메뉴 옵션을 스크롤 다운할 수 있게 됩니다.(다시 스크롤을 업 하려면 

상단 전면 키를 사용합니다.) 대신 메뉴의 스크롤 업/다운은 전면 다이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빠르게 누르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에 XF 스타트업 로고가 표시된 후 클래식 

디스플레이(Classic Display) 화면이 뜹니다. 배터리 잔량이 낮으면 빨간색 배터리 경고등이 계속 깜빡거

리게 됩니다. 반면 배터리 잔량이 충분하면, 경고등이 멈추고 촬영준비를 위하여 미러가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이동 중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미러가 자동적으로 잠기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

러운 현상입니다. 카메라를 건드리지 않고 놔둔다면, 카메라는 1분 후 디스플레이 오프(슬립) 모드에 들

어갈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재활성화하고 카메라를 촬영대기상태로 바꾸고 싶다면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누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오프(슬립) 또는 미러 위치(Mirror Position)로 들어가는 카메라 대기는 

모두 후면 키(Rear Key)>전원 관리(Power Management)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파워 버튼은 모드 형식(modal)이고 카메라 메뉴에서 짧게 누르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단계에서 메뉴를 탐색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메뉴를 완전히 빠져 나가게 됩니다.

2초 동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 전원이 꺼집니다. 미러가 제자리에 안전하게 잠기는 소리가 들릴 

수 있고, 3초 후 IQ 백이 꺼질 것입니다.

후면 버튼 전면 버튼

on/off 버튼

측면 다이얼후면 다이얼

전면 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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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사용자 버튼(Front User Button)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피사계심도 기능을 활성화할 때 사용됩니다. 이 특정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 

이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 또한 모드 형식(modal)이어서 어떤 기능들은 버튼을 

한번 누르고 뗌으로써 접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 AF-잠금(AF-Lock)과 AE-잠금(AE-Lock)을 변경할 

때가 그렇습니다.

후면 사용자 버튼(Rear User Button)
후면 사용자 버튼은 카메라의 AE-L(Auto Exposure Lock, 자동 노출 잠금)- 자동과 수동 노출 모드

(Auto and Manual exposure modes)에서 만들어진 미터 측정을 잠금-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팩토리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후면 사용자 버튼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부 셔터 릴리즈 콘트롤(B.O.B)
XF 카메라 시스템에는 페이즈원 Break Out Box(B.O.B) 액세서리의 기능을 사용자가 설정하는 옵

션이 있습니다. 후면 사용자 키를 누르고, UI Setup>Control Setup>External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default) 이것은 셔터 릴리즈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를 대신하는 특히 유용한 

기능은 2단계 미러 콘트롤과 셔터 릴리즈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버튼(B.O.B 릴리즈 버튼)이 2샷 미러업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여, 버튼을 처음 누르면 미러가 

올라가고 두 번째 누를 때 촬영이 됩니다. UI Setup>Control Setup>External>MUP-Exp 를 선택하면 

이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전면 사용자 버튼

후면 사용자 버튼

B.O.B - 케이블 릴리즈 액세사리

미러업과 외부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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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과 다이얼 커스텀하기

XF 카메라의 버튼과 다이얼의 기능을 사용자가 선호하는 워크플로에 맞추어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셔터 릴리즈 버튼에서 오토포커스를 따로 콘트롤하고 싶다거나 버튼을 눌러 미러업 또는 

라이브뷰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뒷부분에서 가장 유용한 커스텀 

설정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XF 카메라에 있는 모든 버튼과 다이얼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 셔터 릴리즈 버튼(반셔터 방식으로만)

•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

• 전면 다이얼

• 측면 다이얼

• 후면 다이얼

• 전면 사용자 버튼

• 후면 사용자 버튼

• 외부 셔터 릴리즈(B.O.B.)

이 XF 매뉴얼에 있는 원터치 유저 인터페이스 흐름도(OneTouch User Interface Flow Diagram)는 

각 버튼과 다이얼에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액션을 여러분에게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흐름도에 있는 경로, 후면 키>UI 세업>콘트롤 셋업으로 따라오십시오. 리스트의 맨 위 옵션이 

기본값 설정입니다. 

전면 다이얼, 측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은 기본(Primary) 옵션과 자동(Auto) 옵션 모두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XF 카메라는 기본 옵션을 사용할 것이고, 자동 옵션은 자동 노출 모드 중 하나를 

사용할 때에만 작동됩니다; 조리개우선(AV) 또는 셔터우선(TV). 일례로 조리개우선(AV)를 사용하고 

있다면, 측면 다이얼은 조리개 값을 제어할 것이고 노출 보상(Exposure Compensation) 값 조정 

기능을 전면 다이얼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보상 값 조정이나 포커스 넛지(Focus Nudge) 기능 

중 하나를 자동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 또는 버튼의 기능 변경

후면 키를 누른 다음, UI 셋업>콘트롤 셋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스텀을 원하는 버튼이나 

다이얼을 선택하고, 측면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Control Setup

Shut. half
Auto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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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ot AE

AF Lock 

Flash Trig 

None

HyperFocal

Stop Down 

Mirror Up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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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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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Trig 

HyperFocal

HyperF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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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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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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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V 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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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hot AE

 

AF Lock

Flash T

HyperFocal

MUP-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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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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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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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V iew

AE L Toggle

OneShot AE

AF Lock

Flash T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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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btns.
Up/Down

In/Out

Front Dial

Primary

AV

TV

Mode

ExpComp

Flash Comp

Browse

None

ISO

In Auto
None

ExpComp

Focus N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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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CW

CCW

Side Dial

Primary

AV

Mode

ExpComp

Flash Comp

Browse

None

ISO

Tv

In Auto
ExpComp

None

Direction
CW

CCW

Rear Dial Primary

ISO

Tv

AV

Mode

ExpComp

Flash Comp

Browse

None

 
In Auto

None

ExpComp

Direction
CW

CCW

Auto Focus

Live View

Changing the Contro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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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릴리즈 버튼에서 오토포커스 해제
셔터 트리거와 별개로 오토포커스를 콘트롤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셋업에서, 

여러분은 대상물의 특정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춘 다음, 매번 카메라의 포커스를 잡아야 하는 걱정 

없이 셔터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누르면 오토포커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후면 키를 누른 뒤, UI 셋업>셋업 제어(Control Setup)을 누른 다음 Shut. 

half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측면 다이얼을 돌려 None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누르면 오토포커스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후면 키를 누른 뒤, UI 셋업>셋업 제어(Control Setup)을 누른 다음 Shut. half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측면 다이얼을 돌려 None을 선택합니다. 

오토포커스를 후면 사용자 버튼에 추가
셔터 릴리즈 버튼에서 오토포커스 기능을 해제했다면, XF 카메라의 다른 버튼에 이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곳은 후면 사용자 버튼입니다만, 전면 사용자 버튼,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 또는 외부 셔터 릴리즈(B.O.B)에도 오토포커스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커스 기능 부여는 후면 키를 누르고 UI 셋업>콘트롤 셋업(Control Setup)을 선택, 후면(Rear)를 

선택한 다음, 사이드 다이얼을 돌려 Auto Focus에 맞추면 됩니다. 이제 후면 사용자 버튼을 누를 때 

오토포커스가 활성화되고, 버튼을 놓으면 사실상 잠기게 됩니다.   

아주 좁은 피사계 심도에서 작업을 한다면, 수동으로 필요한 정밀도의 렌즈 포커스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커스 넛지(Focus Nudge) 기능은 정확한 포커스 제어를 위한 좋은 방법으로, 

3개 다이얼중 하나에 이 기능을 부여하여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포커스 넛지(Focus Nudge)를 후면 다이얼에 추가

전면 다이얼과 측면 다이얼은 셔터 시간과 조리개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후면 다이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포커스 넛지 기능 부여는 후면 키를 누르고 UI 셋업>콘트롤 셋업

(Control Setup)>후면 다이얼(Rear Dial)>기본(Primary)를 선택한 다음, 사이드 다이얼을 돌려 포커스 

넛지에 맞추면 됩니다. 

포커스 넛지 기능은 다이얼을 돌리는 속도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다이얼을 빨리 움직이면 다이얼을 

느리게 돌릴 때 보다 포커스가 좀 더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포커스 넛지는 줌인했던 포커스 포인트에서 

라이브뷰를 사용할 때 특히 잘 작동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면 다이얼은 ISO를 제어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ISO 값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단 전면 키를 탭하여 ISO 값을 선택하고, 측면 다이얼로 ISO 값을 조정

하면 됩니다. 

Changing the shuttter 

half press action to None. 

Adding auto focus control 

to the Rear User Button.

Adding Focus Nudge

 to the Rear 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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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Camera Menu Overview

FRONT
KEY

OneTouch User Interface  

Flow Diagram
Mode

M (Manual )

AV  (Aperture Priority)

TV ( Time Priority)

P (Program )

ISO Dependent on IQ back

50

100

200

40 0

80 0

1600

320 0

640 0

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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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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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ous

Vibr.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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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ing

Matri x

Center

Spot

AF Mode

Averag e

Spot

Hyperfocal

Mirro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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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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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Digital Back 
Menu Overview

Lock (Long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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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Menu

Camera Contro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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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Digital Back 
Menu Overview

Long Expos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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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터치 스크린 작동

상단 터치 스크린의 메인 패널에 표시된 모든 설정과 모드들은 터치로 선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또는 아이콘 중 하나를 탭하면 그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갑을 끼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도 동일한 설정과 모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유저 인터페이스 개요

상단 터치 스크린 작동

XF 카메라 바디 탐색

3. 후면 다이얼(Rear Dial) – ISO 값

다이얼

사용자 콘트롤 버튼

전면 그리고 후면 키(Front and Rear Keys)

XF 카메라 시스템은 공장에서 출고 될 때 아래 기능을 가진 3개의 다이얼과 수동 노출 모드

(Manual exposure mod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버튼은 공장 출고시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기능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면 키(Front Key)는 카메라 기능(Camera Function)에 접속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화면 

터치 없이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상단 설명 참조)

후면 키(Rear Key)로는 카메라 메뉴(Camera Menu)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전면 다이얼(Front Dial) – 셔터 스피드

1. 전면 키(Front Key) – 이 키를 누르면 카메라 기능(Camera Function) 모드로 연결됩니다. 

키를 다시 한번 눌러 다음 설정이나 모드를 탐색하거나, 전면 다이얼로도 설정들을 스크롤 해볼 

수 있습니다.

 

1. 전면 사용자 버튼(Front User Button) – 이 버튼을 꾹 누르면 피사계 심도 미리보기가 실행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의 설정 값에 따라 조리개(Aperture)가 닫히고, 버튼이 눌려있는 한은 계속 닫혀 있게 

됩니다. 조리개(Aperture)는 이 기능이 실행 중일 때 조정할 수 없습니다.

 

2. 측면 다이얼(Side Dial) – 조리개 값

2. 후면 다이얼(Rear Dial) 또는 측면 다이얼(Side Dial) – 스크롤하여 선택한 설정 또는 모드로 

조정합니다. 선택이 되면 추가적인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후면 사용자 버튼(Rear User Button) –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노출 설정들이 잠깁니다.(기능이 

활성화되면, 뷰파인더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기능을 비활성화하려면 

버튼을 짧게 누르면 됩니다.

높은 위치의 삼각대에 위치한 카메라 뒤쪽에서 작업을 한다면, 메인 패널은 IQ 터치 스크린에 

동일하게 보여지고, 터치 또는 IQ 백의 후면 키들을 사용하여 메인 패널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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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릴리즈 버튼(Shutter Release Button)

반셔터는 AF와 미터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메뉴를 탐색, 기능을 선택하거나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오프(슬립) 모드에 있는 경우, 반셔터를 누르면 XF가 즉시 대기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NOTE:

보조 셔터 릴리즈 콘트롤(secondary shutter release control)은 전면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세로 방향에서 핸드헬드 촬영을 하거나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를 사용할 경우 유용할 것입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클래식 레이아웃(디폴트값)

XF 원터치 UI는 상단 스크린에 기본적으로 “클래식” 레이아웃을 셋업하여 카메라의 현재 구성을 표시

합니다. 클래식 레이아웃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외에도 노출 모드(Exposure mode), 노출 보상

(Exposure Compensation), 드라이브 모드(Drive mode), 노출계 모드(Light Metering mode), 초점

범위(Focus Area)와 미러 잠금(Mirror Lock-up) 설정을 보여줍니다. 스크린에서 어떤 기능이든 손가락

으로 탭하면, 그 기능의 변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아이콘을 터치하면 CF 카드에 남아있는 

이미지 수를 포함한 카메라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백에 CF 카드가 꽂혀있지 않으면, 배터리 아이콘은 

경고를 나타내는 깜빡거리는 빨간색 폴더 아이콘으로 바뀌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와 ISO의 자동 기능들

셔터 스피드, 조리개 또는 ISO를 탭하면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각 항목의 자동 기능이 켜고 최저

/최고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ISO를 자동 설정하고 카메라의 ISO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를 탭하고 자동(Auto)를 선택함으로써 조리개 우선

(Aperture priority)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Aperture)와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 둘 다 

자동(Auto)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카메라는 풀 자동(프로그램) 노출 모드(Full Auto(Program) 

exposure mode)에서 작동될 것입니다.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 조리개(Aperture) 또는 ISO가 자동(Auto)로 설정된다면, 그 항목은 

스크린에서 파란색으로 강조될 것입니다.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를 자동(Auto) 모드로 설정하면 

메인 디스플레이의 노출(Exposure) 모드 아이콘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될 것입니다.

자동 ISO가 자동 셔터 스피드 또는 자동 조리개 또는 그 둘과 함께 설정되었을 때, 셔터 타임 범위 

또는 조리개 범위을 사용하여 제대로 노출된 이미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ISO만 변경됩니다.

ISO가 자동(Auto)으로 설정되면 XF 카메라는 언제나 가능한 가장 낮은 ISO를 선택하여 노출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플 레이아웃(Simple Layout)은 XF 메뉴(또는 IQ XF 카메라 메뉴)의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 레이아웃

은 노출 설정들(노출보정을 설정했을 겨우 이 기능을 포함)과 배터리 잔량(카메라 상태 포함) 만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노출 눈금을 터치하면 드라이브(Drive) 모드, 미터링(Metering) 모드, 초점 범위(Focus Area), 

미러 잠금(Mirror Lock-up)이 잠깐 동안 표시되어,필요한 경우 조정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심플 레이아웃(Simple Layout)

웨스트 레벨 레이아웃(Waist Level Layout)은 심플 레이아웃(Simple Layout)에 기반하지만, XF 웨스트 

레벨 파인더와 사용할 때 매우 편리한 초점 확인 표시기(Focus confirmation indicator)가 추가됩니다. 

이 레이아웃의 초점 확인 표시기(Focus confirmation indicator)는 프리즘 뷰파인더 에서의 사용 뿐만 

아니라, 이제 XF 상단 스크린에 표시되어 최상의 포커스를 찾도록 안내해 줍니다.A

웨스트 레벨 레이아웃(Waist Level Layout)

심플 레이아웃(Simple Layout)

클래식 레이아웃(디폴트값)

셔터 스피드 옵션

자동 ISO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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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레벨 레이아웃(Waist Level Layout)

웨스트 레벨 레이아웃(Waist Level Layout)은 심플 레이아웃(Simple Layout)에 기반하지만, XF 

웨스트 레벨 파인더와 사용할 때 매우 편리한 초점 확인 표시기(Focus confirmation indicator)가 

추가됩니다. 이 레이아웃의 초점 확인 표시기(Focus confirmation indicator)는 프리즘 뷰파인더 

에서의 사용 뿐만 아니라, 이제 XF 상단 스크린에 표시되어 최상의 포커스를 찾도록 안내해 줍니다.

스크린 레이아웃 변경(Change Screen Layout)

XF 상단 스크린에서 후면 키(Rear Key)를 누르고, 메뉴에서 UI 설정(UI Setup)>레이아웃(Layout)

>클래식(Classic)/심플(Simple)/웨스트(Waist)를 선택합니다.

심플(Simple)/웨스트(Waist) 레이아웃에서는 클래식(Classic) 레이아웃과 동일한 노출 모드

(Exposure modes)와 ISO 자동 켬/끔(Auto On/Off)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 없이 거의

고정되어 있는 설정들로 스크린이 어수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스크린 방향(Screen Orientation)

상단 터치 스크린의 스크린 방향을 180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UI Setup>Screen Orient>0/180을

선택하면, 스크린이 뒤집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다이얼이나 버튼들의 기능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이얼들이 메뉴에서 뒤바뀌어, 메뉴 시스템 탐색을 좀 더 쉽게 만듭니다.

이 기능은 XF가 카피 스탠드 같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장착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단 스크린에서 잠금 기능들

XF 상단 스크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와이핑을 하면 잠금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잠금 스크

린에서 잠금 아이콘을 눌러 터치(Touch) 기능과 다이얼(Dials)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터치(Touch)가 잠겼을 때, 어떤 터치 기능들도 스크린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잠금 설

정을 해제하기 위한 툴을 가져오거나 몇몇 기타 툴들의 표시를 위해 접속하게 하는 슬라이딩 기능 

제외. 그러나 잠금 상태에서는 편집이나 수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이콘 콘트롤 사용자정의(Customize the Icon Controls)

상단 터치 스크린의 하단에는 특정 설정이나 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콘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툴로 접속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상단 

후면 키를 누르고 UI Setup>Icon Controls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하

고 싶은 툴을 선택하고, 4개 중 어떤 아이콘을 사용할 지 측면 다이얼을 돌려 선택합니다. 상단 터

치 스크린에서 아이콘 중 하나를 몇 초 동안 누른 다음, 팝업 창에서 새롭게 원하는 설정이나 툴을 

선택하면 바로가기 아이콘의 기능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웨스트 레벨 레이아웃(Waist Level Layout)

잠금 화면

아이콘 콘트롤아이콘 콘트롤 팝업창

심플 레이아웃

180도 스크린 방향기본 스크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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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상단 스크린의 툴들

XF 카메라는 유용한 툴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유형의 사진작업들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툴들은 모두 상단 터치 스크린에서 접속 가능하고, 포토그래픽 툴과 분석 툴 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포토그래픽 툴:

• HDR 툴

• 타임랩스 툴

• 포커스 스택 툴

• 하이퍼포컬 툴

• 포커스 트림 툴

• 포커스 리모트 툴

• 지진계 모니터

• 불스아이 레벨 툴

분석 툴:

• 플래시 분석 툴

• 진동 분석 툴

• 히스토그램

XF 툴로 가기 위한 스와이핑(Swiping)

XF 툴을 켜고 끄기

XF 상단 터치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계속 스와이핑을 하면 툴들이 차례대로 하나씩 보여지고, 스크린 

잠금 기능과 마찬가지로 반복되어 보여집니다. XF 메뉴에서 툴(Tools)를 선택하고 나서 원하는 툴을 

선택하여 각 툴에 접속할 수 도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다면, 상단 터치 스크린을 탐색하는 방법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상단 스크린에 어떤 툴들이 보여지도록 할 지 XF 메뉴 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UI 설정(UI 

Setup)>이용할 수 있는 툴(Tools Enabled). 여기에서 툴들의 이용 여부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어떤 

툴이 꺼져 있다면, 이것은 XF 상단 스크린에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급 툴 옵션

어떤 툴들은 고급 기능들을 콘트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정이 있습니다. 선택한 툴에서 사용 가능한 

추가 설정이 있으면, 고급 툴옵션 아이콘이 좌측 상단 코너에 있는 닫기 툴 아이콘 바로 밑에 표시될 

것입니다. 이 툴 옵션 아이콘을 탭하면 고급 설정들로 접속됩니다.

HDR 툴

XF 상단 스크린에서 메인 스크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핑을 하면 HDR 툴이 나타납니다. 

이 툴은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브라케팅(bracketing) 기능과 동일한데, 몇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HDR 툴은 카메라에 셋업된 모든 설정을 사용할 것이고 중간에 조리개가 변경되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촬영할 것입니다.

HDR 시퀀스는 후면/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촬영 컷 수와 캡처 사이의 EV 편차를 셋업합니다.

전면 다이얼은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를 켜고 끄는데 사용합니다.

HDR 시퀀스가 설정되면, 후면 사용자 버튼을 눌러 이미지 촬영을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브라케팅 모드와는 다른 이 기능의 장점은 카메라가 시퀀스 메타데이터를 파일들에 저장하여, 

캡처원이 이 파일들을 시퀀스의 일부로 분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파일들의 스마트 

셀렉션이나 스마트 앨범이 가능해 집니다.

Tools Enabled on 

Top Screen

Drive mode

Visual illustration 
of bracketing 
settings

Advanced Tool settings

Number of 
captures Exposure 

compensation 
between cap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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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에서
이미지 수

면초점거리값

시퀀스에서

이미지 수

조정

거리 소폭으로 조절

캡쳐 사이의
시간(초)

가까운 초점거리 값

가까운 초점거리 
값 저장

면초점거리 값 저장

캡쳐 사이의
시간 조정

거리 대폭으로
조절

고급설정

고급 설정

타임랩스
시퀀스 시작 

포커스 스택 캡쳐
시퀀스 시작

시퀀스 시작 전 딜레이 추가

시퀀스에서
캡쳐 수 조절

타임랩스 고급 옵션

타임랩스(Timelapse) 툴

왼쪽으로 스와이프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화면이 타임랩스 툴입니다.

다른 시퀀스 툴처럼, 파일들이 타임랩스 시퀀스의 일부인 것과 타임랩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메타데이터가 파일들에 저장됩니다. 

전면 다이얼로 타임랩스에서 원하는 이미지 숫자를 설정하고, 후면 다이얼로 이미지 사이의 시간

(초)를 설정합니다.

타임랩스를 시작하기 전 딜레이를 원하면, 측면 다이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촬영이 시작되고, 이미지들은 현재 카메라 설정에서 촬영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값들은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모든 이미지를 위한 저장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특정 카메라-디지털백 조합 또는 디지털백 파일 포맷 설정에서 캡처 사이의 시간이 

너무 빠를 때 입니다. 

타임랩스 중에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고급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노출 

촬영 시 유용한데,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션에 소요되는 추가 시간으로 인해 원하는 캡처 간 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Normal)” 작동모드 외에, 3가지 다른 블랙 프레임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항상(Always) – 모든 샷에서 블랙 프레임 레퍼런스가 생성됩니다.                                  

• 중단(Suppress) – 블랙 프레임 레퍼런스가 중단될 것입니다. 

• 최초(1st) – 첫번째 샷에서, 타임랩스에서 이미지의 캡처 온도(capture Temperature)와 타이밍에 
가장 근접한 블랙 프레임 레퍼런스를 만들 것입니다. “1st”로 설정된 블랙 렌퍼런스 옵션에서, 
타임랩스 중 중대한 온도 변화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XF 카메라가 블랙 레퍼런스를 실행할 
것입니다.  

고급 툴 옵션 아이콘(advanced tool option icon)을 탭, 측면 다이얼로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여 블랙 

레퍼런스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달모양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중지 표시가 나타납니다. 

“중단(Suppress)”를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 이미지 품질이 떨어 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타임랩스 

시퀀스들은 낮은 해상도의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용인 되어집니다. 카메라가 

꺼지면, 이 설정은 각 캡처 간의 일반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퀀스(Sequence) 옵션에 있는 ES로, 촬영할 때 전자식 셔터(Electronic Shutter)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IQ 디지털백이 ES 기능을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포커스 스택(Focus Stack) 툴

포커스 스택은 깊은 심도의 마크로 이미지를 촬영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이러한 촬영은 실질적으로 렌즈 

회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는 것 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촬영했을 때, 포커스 

스택(Focus stack)을 컴파일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포커스 스택을 위한 최고 소프트웨어 패키지 

중 하나가 헬리콘 포커스(Helicon Focus) 인데, 헬리콘 포커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Heliconsoft.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커스 스택(Focus Stack) 툴 사용 

포커스 스택(Focus Stack) 툴은 이미지의 포커스 스택 생성과 관련한 시퀀스 촬영을 자동화하기 위해 설계되

었습니다. 이 툴은 렌즈의 광학 품질, 조리개 설정, 디지털백의 범위와 픽셀 크기에 따라 필요한 이미지 숫자를 

자동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포커스 스택을 위한 캡처 시퀀스(capture sequence) 셋업을 위해서는, 렌즈를 오토 

포커스로 설정해두어야 합니다. 툴에 들어간 상태에서, 전면/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MCU(Motor Control Units)

의 렌즈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MCU를 소폭으로 증감할 때(x1 MCU)는 전면 다이얼을, 대폭 증감시

(x10 MCU)에는 측면 다이얼을 사용합니다.

1. 전면/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가까운 초점거리(near-focus distance)를 설정합니다. 

가까운 초점을 설정했을 때, 상단 후면 키를 눌러 그 값을 저장하십시오.

2. 다음은 전면/측면 다이얼을 가지고 먼 초점거리(far-focus)를 셋업합니다. 

먼 초점을 설정했을 때, 상단 전면키를 눌러 그 값을 저장합니다.

3. 이제 XF 카메라가 최상의 이미지 숫자를 계산하고(사용하는 렌즈가 이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그 숫자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4. 캡처의 수가 하얀색으로 표시된다면, 사용자가 그 값을 수동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후면 다이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5. 촬영 준비가 되면, 후면 버튼을 눌러 시퀀스를 실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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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포컬 툴

고급 포커스 스택 설정

포커스 스택을 할 때, 각 캡처 사이에 약간의 딜레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몇 초 정도의 리차징 시간이 

필요한 플래시 시스템과 함께 촬영할 때 이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급 툴 옵션 아이콘(advanced 

tool option icon)을 탭하고 캡처 딜레이(Capture Delay)에서 원하는 시간(초단위로 표시)을 설정하여 

딜레이를 선택합니다.

또한 고급 옵션 중 이미지 카운트(Image Count) 옵션을 사용하여 이 툴에서 최적의 이미지 숫자를 자동

으로 계산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동(Manual)로 설정하면 자동 계산 기능은 불능화 됩니다. 

포커스 스택 설정 다시 사용(Re-using Focus Stack settings)

포커스 스택 툴은 XF 카메라의 전원이 꺼졌었다 하더라도 사용된 설정값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설정들은 

렌즈가 교체될 때까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동 포커스 스택 계산기를 지원하는 렌즈들S

(Supported lenses for Automatic Focus Stack Calculator)

현재 XF Feature Update #4 SR1 기준으로, 자동 포커스 스택 계산기는 아래 슈나이더 렌즈에서 지원됩니다

(블루링, 블루링이 아닌 렌즈 모두 해당). 

• 35mm LS f/3.5

• 55mm LS f/2.8

• 80mm LS f/2.8

• 110mm LS f/2.8 Macro

• 120mm LS f/4.0 Macro

• 240mm LS f/4.5 IF

• Additionally, the Phase One 120mm AF Macro f/4.0 is also supported.

포커스 스택 툴과 캡처원(Focus Stack Tool and Capture One)

포커스 스택에 사용될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은 이미지들을 캡처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테더링으로 촬영된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캡처원 9.1 이후 버전에서, 여러분은 XF 카메라에서 

만들어진 시퀀스 ID 메타태그를 가지고 모든 이미지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이미지들의 스마트 폴더 또는 셀렉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편집을 완료했을 때, 

선호하는 포커스 스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출력하고 스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포컬(Hyperfocal) 툴

XF 상단 스크린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핑할 때, 포커스 스택 툴(Focus Stack Tool) 옆에 하이퍼포컬 툴

(Hyperfocal Tool)이 있습니다. 하이퍼포컬 툴은 렌즈를 하이퍼포컬 위치로 설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이퍼포컬 위치(hyperfocal position)는 랜드스케이프 촬영에서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하이퍼포컬 거리로 

포커스를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렌즈에 설정하는 포인트 또는 표시입니다. 하이퍼포컬 툴은 이 매뉴얼의 

뒤쪽에 따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미리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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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Focus Trim procedure

Enabling Focus Trim Tool

Save Focus Trim valueStart automatic trim

Adjust focus manually

포커스 트림(Focus Trim) 툴

이 툴은 최적의 포커스 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포커스 시스템이 가능한 

최고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XF 카메라와 렌즈들은 아주 높은 정밀도 생산 기준을 가집니다. 그러나 AF 시스템 허용오차 내에서의 

약간의 차이도 포커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커스 트림 툴은 초점면을 앞이나 뒤로 약간씩 움직여 

완벽한 보완을 이룬 뒤 포커싱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게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에 있는 포커스 트림 툴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툴(Tools) 아래 XF 메뉴 시스템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화면을 스와이핑하여 활성화하고 싶다면, UI 설정(UI Setup)>이용할 수 있는 툴(Tools 

Enabled)로 가시면 됩니다. 

함께 제공된 페이즈원 포커스 트림 타겟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www.phaseone.com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프린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XF 카메라를 삼각대에 장착하고, 이것이 포커스 타겟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렌즈의 최대 구경(예.f/2.8)을 사용하고, 작동모드(Drive Mode)는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로, 

미터링은 스폿(Spot)으로, AF 모드는 일반 포커스(Average Focus)로 설정함으로써 XF 카메라가 제대로 

셋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준비가 되면, 위에 설명한 포커스 트림을 선택한 뒤 실행 툴(Start Tool)을 누릅니다. 그러면 XF 카메라

는 확실한 포커스 트림 프로세스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자동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토포커스 타겟이 적절한 거리에 있는지, 광량이 충분한지, 카메라가 타겟에서 오토포커스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여러분은 포커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조절은 라이브뷰 버튼을 누르거나 

후면 사용자 버튼으로 이미지를 촬영 하여, 라이브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뷰에서 100%로 줌을 한 

다음 측면과 전면 다이얼을 움직여 최대 샤프니스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측면 다이얼로 포커스를 대폭(10x) 

조정한 뒤, 전면 다이얼로 소폭(1x) 미세조정을 합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트림 시작(Start Trim)을 누릅니다. 그러면 포커스 트림 툴은 카메라가 포커스를 확실하게 

감지하는지를 측정할 것입니다. 이런 자동화 단계가 성공적이라면, 다음 단계는 획득한 포커스 트림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저장 아이콘을 누르거나 상단 후면 키를 눌러 저장합니다. 

포커스 트림 툴은 이 매뉴얼 뒤쪽에 있는 허니비 오토포커스 시스템(Honeybee Autofocus System) 파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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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oto Remote Tool

Seismograph monitor

BullsEye levelling tool

프로포토 리모트(Profoto Remote) 툴

XF 카메라 시스템은 프로포토 리모트 툴(Profoto Remote Tool)을 통하여 프로포토 에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플래시 시스템을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4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중 하나에 이 툴의 기능을 부여하여 더욱 빠르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의 Capture Setup>Profoto>Profoto flash>On을 선택하여 무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전면 다이얼을 가지고 플래시 그룹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동한 다음, 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선택된 에너지 레벨(stop증분으로 표시)을 변경합니다. 프로포토 리모트 툴에서 변경된 

에너지 레벨은 플래시 제너레이터의 현재 에너지 레벨로부터 추가/공제되는 증분값으로써 실행됩니다. 

상단 전면 키는 선택한 플래시 그룹(Flash Group)을 켜고 끄는데 사용하고, 상단 후면 키는 플래시 

시스템의 모델 라이트를 켜고 끄는데 사용합니다. XF 카메라의 후면 버튼은 플래시 시스템의 

릴리즈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프로포토 리모트 툴의 우측 하단 코너에 있는 

옵션에 닿을 때까지 전면 다이얼을 돌린 다음, 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매뉴얼 모드나 TTL 모드로

촬영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가 선택되면, 후면 다이얼은 어떤 그룹이 선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플래시 그룹의 

에너지 레벨을 동시에 변경할 것입니다. TTL 모드가 선택되면, 이제 후면 다이얼은 플래시 보상 값을 

제어하게 됩니다. 프로포토 리모트 툴은 이 매뉴얼의 뒤쪽에 있는 플래시 사진(Flash Photography) 

파트에 따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진계 모니터(Seismograph Monitor)

XF 카메라 시스템은 정밀한 포커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포커스의 정밀도를 위한 장치 중 

하나로, XF 카메라 시스템 원터치 UI에는 지진계 옵션이 있습니다. 불스아이 레벨 툴(BullsEye Level 

Tool)과 같이, XF 상단 스크린을 옆으로 스와이프하면 지진계 모니터를 볼 수 있습니다. 지진계는 

촬영된 이미지의 샤프니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진동을 모니터 합니다. 지진계 센서는 또한 이 

매뉴얼 뒤쪽의 XF 카메라 시스템 촬영 모드(XF camera system Capture Modes)에 설명된 진동 딜레이와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불스아이 레벨 툴(BullsEye Level Tool)

XF 카메라 시스템에는 불스아이 레벨 툴(BullsEye levelling tool)이 있습니다. XF 상단 스크린을 옆으로 

스와이프하여 들어 가거나, XF 원터치 UI의 후면 키를 누르고 메뉴에서 툴(Tools)>BullsEys(후면 다이얼과 

후면 키를 사용하여 선택)를 선택합니다. 불스아이 툴은 재생 모드(Play mode)의 디지털백 이미지 툴 리스트

(digital back’s image-tools-list)에 보이는 레벨링 툴에 맞추어 캘리브레이션 됩니다. 이 툴에 처음 접속할 

때는, 평면(+/- 20’)에 XF 카메라 시스템을 놓고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우측 상단 

코너에 있는 롱 프레스(long press) 툴 접속을 통해 수동 캘리브레이션이 적용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Advanced Settings menu for Profoto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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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캡쳐 팝업 옵션들

플래시 막이 뒤에 설정되어

있을 때의 플래시 분석 툴

플래시 분석 툴

플래시 분석 툴(Flash Analysis Tool)

플래시 분석 툴은 노출 동안 플래시가 정확하게 터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XF 

카메라 시스템은 노출 중에 들어오는 빛을 측정하고, 촬영된 이미지의 빛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펄스(flash pulse)가 전체 노출의 확대된 부분으로 표시됩니다. 맨 아래 타임라인에서 강조 표시

된 부분은, 플래시막을 앞 또는 뒤 어디로 설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카메라 메뉴에서 Capture 

Setup>Flash Curtain>Front/Rear에 접속하여 진행됩니다. 

플래시막이 뒤(Rear)로 설정되어 있다면, 플래시 분석 툴은 셔터가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플래시

로부터의 모든 빛이 센서에 도달한다는 것을 보장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면막 트림 설정(Rear Curtain Trim setting)을 사용하여 플래시 트리거 시그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더 앞쪽으로, 플러스 값은 더 뒤쪽으로 바뀝니다. 이 설정을 찾기 위해, 

카메라 메뉴에서 Capture Setup>Rear>Rear Curtain Trim을 선택하십시오. 

플래시 분석 툴은 이 매뉴얼 뒤쪽의 플래시 사진 부분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진동 분석(Vibration Analysis) 툴

진동 분석 툴은 노출 동안 이미지가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 

정보는 회전과 진동을 감지하는 XF 카메라에 내장된 센서들에 근거한 것으로, 가장 최근에 촬영된 

이미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동 분석 툴에서의 막대들은 일정시간 동안의 진동 양을 표시합니다. 2개의 하얀 마커(marker)안에 

들어있는 하얀색 진동 막대들은 노출 시간을 나타내는 반면, 회색 막대들은 촬영 직전/직후 시간을 

각각 나타냅니다. 

그래프 하단에 있는 회색 부분은 진동 양이 이미지 블러로 촬영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략적인 

세이프 존을 표시합니다. 

분석 그래프에만 근거하여, 이미지가 진동으로 흐릿해 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의 연속된 진동이 한번의 큰 진동보다 이미지에 더 큰 블러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촬영된 이미지의 샤프니스가 제대로인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캡처 분석 팝업(Capture Analysis Popup)

XF 카메라는 각 이미지 촬영 후 분석 툴(Analysis Tools) 중 하나를 상단 터치 스크린에 표시합니다. 

히스토그램, 진동 분석 툴 또는 플래시 분석 툴 중 하나가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처 

팝업(Capture Popup) 전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캡처 팝업은 후면 키를 누르고 UI Setup>Capture Popup을 선택하여 셋업할 수 있습니다. 팝업(Popup)

을 선택한 다음 측면 다이얼을 돌려 4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자동 종료(Auto Close) 옵션을 통하여 캡처 팝업이 이미지 촬영 뒤 얼마 동안 스크린에 표시

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 옵션을 설정하면, 설정된 분석 툴은 여러분이 상단 스크린, 버튼 

또는 다이얼을 터치할 때까지 스크린에 표시될 것입니다. 

촬영 전 진동값

허용되는
진동의 임계값

촬영 후 
진동값

촬영 중 진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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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스크린 작동

4개의 키 살펴보기

홈 스크린(Home Screen)

인포메이션 바(Info Bar)

모든 IQ 디지털백은 3.2인치 터치 스크린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이미지들의 줌,

팬, 브라우즈를 빨리 할 수 있고, 다른 메뉴와 기능들 간의 탐색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백은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또는 잘 알려진 4개의 직관적인 키를 사용하여 작동됩니다.

IQ 디지털백은 4개의 외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들은 모드형식으로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메뉴에 따라 기능이 바뀝니다. 4개 키의 기능은 메뉴 중 하나인 ISO와 WB 옵션이 선택되었을 때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왼쪽 2개 키는 스크린을 나가거나, 메뉴 옵션을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오른쪽 2개 키는 위아래로 탐색을 할 때 사용됩니다. 

IQ 홈 스크린은 백을 켠 후 유저가 처음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이것은 백의 기본(default) 스크린

으로 여기에서부터 메뉴 시스템의 탐색이 시작됩니다. 촬영된 이미지를 보기 위한 재생 모드(Paly 

mode), IQ 백의 기능을 구성하기 위한 메뉴(Menu), ISO 감도, 화이트밸런스(WB) 설정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서 인포 바가 있습니다. 인포 바에 보여지는 정보들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아

래와 같습니다.: CF 카드에 남아있는 이미지 또는 호스트 컴퓨터, 배터리 잔량, 와이파이 상태(사용

가능한지와 켜져 있는지), CF 카드 삽입 여부 또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면 USB3나 FireWire 

기호로 표시. 아이콘이 깜빡거리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CF 

카드 없음(NO CF-card)” 또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No WiFi connection)” 등입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것은 상황 메뉴(contextual menu) 입니다. 사용하는 백의 종류와 현재 위치하

는 메뉴 상황에 따라 다른 많은 기능들로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IQ 디지털백 살펴보기

IQ 디지털백 살펴보기  

홈 스크린과 인포메이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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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디지털백 탐색 단축키

홈스크린
좌측 상단 키를 길게 누르면 언제든지 메인 메뉴(홈 스크린)로 돌아갑니다.

이미지 재생 확대(Enlarge Palyback) / 이미지 미리보기(Preview Image)
재생(Play) 모드나 라이브뷰에서 이미지의 포커스를 확인할 때, 확인하고 싶은 포인트에서 스크린을 

더블 탭하면 100%(1:1)로 확대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키 잠금 단축키(Key Lock Shortcut)
홈 스크린이 보여지는 상태에서 상단 좌측(Play) 키를 누른 채로 우측 하단 키를 두 번 누릅니다. 

“열쇠(key)” 아이콘이 스크린 하단에 나타나고 빨간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4개 메뉴 키와  

터치 스크린 기능이 잠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금 해제를 하려면 위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IQ 디지털백 이미지 보기

이미지 보기(이미지 재생)
촬영 후, 이미지는 뒤쪽 스크린에 보여집니다. 또한 이미지 재생은 디지털백의 좌측 상단 키(이것은 

특히 스크린이 슬립모드(Display off)일 때 유용합니다.) 또는 홈 스크린의 재생(Play) 아이콘을 통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기본 스크린은 툴 보기 모드(Tool view mode)로, 사용 가능한 3가지 재생 모드 중 

하나입니다.: 툴 보기(Tool view), 풀 스크린 보기(Full Screen view), 썸네일 보기(Thumbnail view)

한 개 이미지 표시 (Tool View)
1. 한 개의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이미 촬영된 이미지를 보려면 후면 터치 디스플레이의 홈 스크린

에서 좌측 상단 “재생(Play)”키를 누릅니다.

 

2. 툴 보기(Tool view) 모드에서 한 개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그 오른쪽에는 많은 툴 옵션들이 

제공되는 작은 썸네일 뷰가 표시됩니다.

한 개 이미지 표시(Full Screen View)
기본값인 툴 뷰에서 메인 이미지를 탭 하면 풀 스크린에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줌 스케일이 이미지 

왼쪽에 표시되고, 터치 스크린 줌이 400%까지 가능합니다. 상황 메뉴(Context menu) 아이콘은 숨겨져 

있긴 하지만 우측 하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풀 스크린 뷰(Full Screen View)의 몇 가지 

툴들로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 이미지 표시(Thumbnail View)
백의 좌측 상단 키를 누르고 썸네일 뷰(Thumbnail view)가 표시될 때까지 재생(Playback) 모드를 

스크롤 하십시오. 다른방법으로는 재생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에서 상황 메뉴를 열고 메뉴 

아이콘의 아랫줄에 있는 썸네일(Thumbnail) 아이콘을 탭 하면 됩니다.

이미지 브라우징(Browsing Images)
툴 뷰(Tool View)와 풀 스크린 뷰(Full Screen View)에서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면서 이미지들 사이를 스와이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폴더의 이미지들을 앞뒤로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우측 키들을 사용하여 이미지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포커스 확인(Zooming)
풀 스크린 뷰(Full Screen View)에서 이미지를 클릭하면 왼쪽에 줌 슬라이더가 나타나는데, 포커스 

확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끝을 위아래로 밀면서 슬라이더를 움직이면, 그에 따라 줌인 또는 

줌아웃이 됩니다. 이미지의 다른 범위를 보고 싶으면 이미지를 드래그 하면 됩니다. 툴 뷰(Tool View) 

또는 풀 스크린 뷰(Full Screen View)에서 확인하고 싶은 이미지 부분을 더블 탭하면 그 부분이 1:1

(100%)로 확대되어 표시됩니다. 다른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동일한 이미지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처음 확대비율로 돌아가려면 화면을 다시 더블탭 하십시오.

NOTE:

셔터가 릴리즈 되면, 기본적으로 이미지는 약 60초 동안 뒤쪽 스크린에 표시됩니다.(60초 동안 다른 키를 누르지 

않는 경우) 이 표시 시간은 메뉴(Menu)>디스플레이(Display)>디스플레이 오프 타임(Display Off Time)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creendump= Screeen0531.jpg

Display Single Image (Full Screen View)

Display Multiple Images (Thumbnail View)

Focus Checking (Z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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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디지털백 상황 메뉴

IQ 백에서 탐색의 핵심적인 특징은 터치로 작동되는 상황메뉴(Contextual Menu) 입니다. 이 강력

하고 직관적인 특징은 많은 유용한 툴들과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의 바로가기 뿐만 아니라 라이브뷰

(Live View)와 와이파이(WiFi) 같은 전용 기능들로의 빠른 접속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크린 상에 표시되는 콘텍스트(Context)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픽커(Custom White Balance Picker)는 풀 스크린(Full Screen)이나 툴보기 

스크린(Tool View Screen)에서 이미지를 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 스크린 인포 바(Info Bar)의 우측 하단과 4가지 스크린 보기(툴 보기, 풀 스크린 보기, 썸네일 

보기, 라이브뷰)에서 동일한 위치에 위치한 상황 메뉴(Contextual Menu) 아이콘을 살짝 터치하면 

상황 메뉴(Contextual Menu)에 접속됩니다. 

상황 메뉴(Contextual Menu)는 아이콘을 길게 눌러 그 하위메뉴로 접속하게 되는 XF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따릅니다. 오른쪽 위에 옅은 회색 삼각형 표시를 가지는 버튼(Button) 아이콘들은 이 

기능을 가집니다.

라이브뷰를 포함한 보기 모드(viewing mode)로의 바로가기는 커브 모양의 화살표로 버튼들의 왼쪽 

아래 코너에 표시됩니다.

현재 콘텍스트 위치나 활성화되어 있는 툴은 아이콘들의 왼쪽 위 코너에 파란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

상황메뉴 개요(Overview of Contextual Menu)

상황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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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크린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

설정을 위한 버튼 길게 누르기 (Long Press to get to settings)

켬/끔 표시(상태 표시)

바로가기 표시

전원 절약을 위하여 IQ 스크린은 홈스크린을 계속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좌측 상단 

버튼을 먼저 눌러야 합니다. 홈스크린의 상황메뉴(Contextual Menu) 아이콘은 인포메이션 

바(Info Bar)에서 스크린의 우측 하단 코너에 있습니다. 아이콘을 터치하면 아래 기능들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터치 감응식 버튼들이 보여집니다.: 

어떤 기능들은 버튼을 길게 눌러 조정할 수 있는 설정 값을 가집니다. 이것은 우측 상단 

코너에 작은 회색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설정 패널이 나타나고, 해당 기능의 설정 값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툴이 선택 또는 켜지거나, 사용자가 버튼의 기능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버튼의 좌측 상단 

코너에 파란색 점이 표시될 것입니다. 

바로가기는 다른 보기들(view) 예를 들어 홈스크린이나 툴 보기 등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커브 모양의 화살표 아이콘으로 좌측 하단 코너에 표시됩니다. 이 버튼들을 터치하면 버튼이 

의미하는 위치로 바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1. 맨 윗 줄의 버튼들: 1. 

2. 

3. 

2. 두 번째 줄의 버튼들: 

3. 셋 째줄의 버튼들: 

홈스크린 바로가기

Features available In the top row

Features available in the second row

Features available the third row

삭제(Delete) 옵션 켬/끔(풀 스크린과 툴 보기에서 삭제로 접속)

카메라 설정 바로가기(XF 카메라 설정 또는 일반 카메라 설정)

와이파이(IQ3와 IQ2 백 용)

등급(Rate) 켬/끔(풀 스크린과 툴 보기에서 등급으로 접속)

썸네일 보기 바로가기

B/W 미리보기  

모든 보기(view)에서 노출 경고(Exposure Warning) 켬/끔

툴 보기 바로가기

스크린 잠금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픽커(풀 스크린 또는 툴 보기에서만 사용가능)

풀 스크린 바로가기

HDMI 출력(IQ3 100MP에서만 사용가능)

그리드(Grid) 켬/끔(풀 스크린과 툴 보기에서)

라이브뷰 바로가기

IQ 디지털백 상황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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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모드의 툴과 설정들  

앞에서 설명드린 포커스 확인 옵션 외에도 IQ는 재생 모드(Play mode)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추가 

툴들을 제공하여 포토그래퍼들의 이미지 촬영에 도움을 줍니다. 재생(Play)를 누른 후, 첫 툴 보기

(Tool View) 스크린에서 이 툴들에 접속할 수 있는데 재생 이미지 오른쪽에 썸네일들을 세로 방향으로 

스크롤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관련 툴의 썸네일을 누르면, 아래 툴들이 풀 스크린 보기(full screen view)에 표시됩니다:

히스토그램(Histogram)

정렬(Alignment)

노출자(Exposure Calculator)

센서 온도(Sensor Temperature)

카메라 제어(Camera Controls)

관련 툴의 썸네일을 누르면 아래 툴들이 오버레이 됩니다:

노출 경고(Exposure Warning)

포커스 마스크(Focus Mask)

파일 정보(File Info)

노출 구역(Exposure Zone)

각 툴의 썸네일을 재차 누르면, 풀 스크린 또는 오버레이 뷰에서 이들이 없어집니다.

관련 툴의 썸네일을 길게 누르고 원하는 방향의 흰색 화살표를 눌러, 툴이 표시되는 순서를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툴 보기 모드(Tool View Mode)에서 툴과 설정 사용하기

노출 경고 

Exposure Warning settings 
with re-arrange Tool

order column to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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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Histogram)

히스토그램은 채널 별로 명도(brightness) 데이터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어떤 레벨에서 하이라이트

가 클립을 시작할지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향상된 정확도를 위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custom 

white balance) 측정이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풀 스크린을 표시하기 위해 히스토그램 썸네일을 한번 누릅니다. 촬영된 이미지의 EXIF 정보(ISO, 

f-stop과 셔터스피드)가 히스토그램 아래에 표시됩니다. 스크린을 다시 누르면 툴 보기(Tool view

)로 돌아갑니다. 히스토그램 썸네일을 길게 누르면 툴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대화박스가 열립니

다. 사용자는 RGB 리드아웃과 EXIF 정보 보기/숨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 키(Home Key) 또는 

우측 하단의 작은 체크마크를 누르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보기 모드의 툴과 설정들

노출과 클립 경고(Exposure and Clip Warning)

포커스 마스크(Focus Mask)

정렬(Alignment)

노출 경고(Exposure Warning) 툴은 촬영 이미지의 과노출된 부분을 강조합니다. 컬러 오버레이(기

본값은 빨강)로 이미지의 번 아웃 부분을 표시하려면 노출 경고 툴을 한번 누르십시오. 노출 경고 

툴을 다시 한번 누르면 보기(view)에서 이 오버레이가 사라집니다. 

이 툴은 새로운 클립 경고(Clip Warning) 옵션을 선보입니다. 이것은 하이라이트가 클립을 할 레벨

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raw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본값인 핑크로 오버레이 됩니다.

노출 경고(Exposure Warning)를 길게 누르면 툴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대화박스가 열립니다. 

사용자는 노출과 클립 경고(Exposure and Clip Warning)를 설정하고, 오버레이와 툴에서 깜빡거

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레벨은 좀 더 또는 좀 덜 민감하게 만들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고 표시를 하는 컬러 또한 9가지 색깔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어, 촬영된 이미지에서 

튀어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커스 확인(focus –checking)과 같은 방식으로, 노출과 클립 경고 오버레이는 풀 스크린으로 볼 

수 있고 특정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줌도 가능합니다. 오버레이는 과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깜빡거리게 될 것입니다. 오버레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툴 보기(Tool 

View) 스크린으로 돌아가, 툴을 누르면 됩니다.

포커스 마스크는 이미지상에서 샤프한 포커스의 범위를 강조합니다. 포커스 마스크(Focus Mask) 

툴을 한번 탭하면 컬러 오버레이(기본값-초록)가 이미지의 샤프한 포커스 부분을 표시합니다. 포커

스 마스크(Focus Mask) 툴을 다시 탭하면 보기 (view)에서 이 오버레이가 사라집니다.

포커스 마스크(Focus Mask) 툴을 길게 누르면 툴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대화박스가 열립니다. 

사용자는 포커스 마스크를 설정하고 오버레이와 툴에서 깜빡거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커

스 마스크(Focus Mask)는 선호하는 샤프니스의 표시를 위해서 한계점(threshold) 설정을 높이거나 

낮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컬러 또한 9가지 색깔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어, 촬영된 이미

지에서 눈에 띄어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렬 툴(Alignment tool)은 카메라가 가로/세로면 모두에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빠르고 정확하게 시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카메라가 삼각대에 장착되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정렬 툴(Alignment tool)을 한번 누르면 풀 스크린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탭 하거나 좌측 상

단(외부) 버튼을 누르면 툴 보기(Tool view)로 돌아갑니다.

툴의 썸네일을 길게 누르면 설정들을 변경할 수 있는 대화박스가 열립니다. 사용자는 가상 수평계

(virtual horizon) 보기를 선택하거나, 그 대신 롤앤피치(Roll and Pitch) 수치값 보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수평일 때 신호가 소리로 나게 하려면, 옵션 박스에서 Beep을 체크마크로 선택

하면 됩니다.

롤앤피치 오프셋(Roll and Pitch offset) : 가상수평을 커스텀 설정으로 다시 정렬하는 것이 가능합

니다. 설정(Set) 화살표를 누르면(원형으로 된 맨 왼쪽을 보십시오.) 가상수평계가 나타납니다. 원

하는 롤앤피치(roll and pitch) 각도를 위해 카메라/IQ백을 조정하고 녹색 체크마크를 누르십시오. 

이 오프셋은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롤앤피치 오프셋(Roll and Pitch offset) 체크마크 박스는 가로/세로 정렬 기본(default) 설정 값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위 설정들은 XF 카메라 바디 상단 스크린의 불스아이 

레벨(BullsEye leveler)에서도 사용됩니다.

히스토그램

노출과 클립 경고

포커스 마스크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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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File Info)

노출자(Exposure Calculator)

센서 온도(Sensor Temperature)

파일 정보(File Info) 옵션은 ISO, f-stop, 셔터 스피드 설정을 표시합니다. 파일 정보 썸네일을 탭

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파일명, 촬영 날짜와 시간, 파일 형식, 노출 모드와 렌즈의 

초점거리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노출자(Exposure Calculator) 툴은 포토그래퍼가 장노출을 위한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를 더 

짧고, 대등한 노출 값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게 합니다. 테스트 노출을 줄일 때 도움이 되는데, 특히 

밤에 장노출 촬영을 위한 노출 설정을 계산하거나 ND(Neutral Density) 필터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일단 최대한 넓은 조리개와 제일 높은 ISO 설정을 사용하여 테스트 노출을 촬영하십시오(그 뒤에 

가장 짧은 셔터 스피드). 자동 노출(Auto Exposure)와 노출 보상(Exposure Compensation) 설정은 

원하는 노출을 셋업하기 위해 사용 되어질 수 있습니다. 수동 노출 모드(Manual exposure mode)

에서, IQ 뒤에 있는 툴 보기(Tool View)의 노출자 툴(Exposure Calculator tool)을 선택합니다. 노출

자는 테스트 노출값과 함께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필요한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를 결정하기 위해, 아래 박스에 체크마크를 하고 원하는 조리개 

설정 그리고/또는 ISO 설정을 스크롤하여 입력합니다.

아래 박스의 체크를 풀고 나면, 한 개 이상의 설정 변경이 필요한 셔터 스피드를 표시할 것이고, EV

에서 노출(Exp) 변경이 강조될 것입니다(정보 바(Info Bar)에 표시).
 

ND 필터를 렌즈에 물리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노출을 계산하려면, 정보바(Info Bar)에 있는 ND 아이

콘을 터치하고 메뉴에서 적당한 ND 필터 요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출자는 새로운 노출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될 것입니다(Tv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셔터 스피드값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높거나 낮은 센서 온도는 장노출 중 이미지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툴은 촬영 전 

최적 온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센서 온도의 리드아웃이 툴 보기(Tool View)에서 바로 가능

하고 경과된 시간의 온도 그래프가 풀 스크린 뷰(Fulll Screen View)에 표시됩니다. 툴 보기 모드에서 

이 툴을 선택하면 그래프가 표시되고, 장노출 촬영을 하기 전에 안정화된 온도까지 기다리십시오.

 

또한 이 툴은 라이브뷰의 광범위한 사용 후 안정된 온도에 언제 도달하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보기 모드의 툴과 설정들

파일 정보

노출자

센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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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범위(Exposure Zone)

카메라 제어(Came  a Controls)r

 이 툴은 raw 광도(luminosity) 데이터에 기반하여 촬영된 이미지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시각화하여 

표시합니다. 하이라이트가 클립을 할 확실한 포인트를 결정하는데 유용합니다. 또한 쉐도우를 어

떻게 만들어 낼지 결정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컬러 톤(Color Tone)은 EV 에서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풀 스크린 보기(full screen view)에서 오버레이(overlay)를 

표시하기 위해 썸네일을 누르십시오. 썸네일을 다시 한번 누르면 EV 스케일(scale)이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밝기(광도) 값들을 사용한 스케일이 보여집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스케일의 

일반적 가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이드를 없애려면 우측 하단의 체크마크를 누르십시오.

 

IQ 디지털백이 페이즈원 XF 카메라 바디에 장착될 때, IQ 백에는 카메라 제어 스크린이 표시됩니다. 

이것은 카메라 뒤 쪽에서의 좀 더 편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콘트롤들은 터치로 활성

화 되는데, 라이브뷰, AF와 오른쪽으로 표시되는 셔터 릴리스 버튼들이 포함됩니다.

 

카메라 콘트롤들은 XF 버튼을 선택하고, 홈 스크린(Home Screen)에서 직접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드의 툴과 설정들

노출 범위

카메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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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와 기능

뷰파인더 오버뷰

   

오토포커스 범위(Auto Focus Area)

뷰파인더 디스플레이(Viwfinder Display)

XF는 프레임 중앙에 오토 포커스 센서 표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 사각형의 AF 범위(AF area)

는 포커싱 스크린에 표시되는데, 한 사각형 안에 다른 사각형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은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균과 스팟 AF 모드(Average and Spot AF mode)와 일치합니다. AF 범위 주변은 

스폿 측광(Spot metering) 범위만을 나타내는 중앙 스폿(central spot) 입니다.

사용중인 AF 범위는 XF 상단 터치 스크린에 강조됩니다. AF 범위 모드(AF area mode)를 변경하려

면, 아이콘을 터치하고 스크린에서 적당한 범위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XF는 종합적인 뷰파인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또한 선명도(clarity)만을 위한 관련 정보들이 표시

됩니다. 각각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대해 설명하는 위의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리즘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와 기능

노출계

플래시

충전

표시기

조리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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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렌즈 디옵터 조정(Eyepiece Diopter Adjustment) 

사용자가 교정렌즈를 끼고 있다면 편안한 보기를 위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할 일은 렌즈를 MF로 바꾸고 수동으로 렌즈를 비초점화(defocus)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흰 벽 같은 균등한 조명의 밝은 곳에 카메라를 향하게 합니다. 뷰파인더를 통해 보면서, 포커싱 스크린의 

AF 범위 프레임(AF area frames)과 스폿 계측 원(Spot metering circle)이 정확하게 포커스 맞을 때까지 

프리즘 뷰파인더 쪽에 있는 디옵터 조정 다이얼을 돌립니다. 디옵터 조정 다이얼을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리면 근시를 위한 조정이 되고,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원시를 위한 조정이 됩니다.

먼 곳을 보거나 클로즈업 작업을 위해 안경을 쓰는 분, 카메라를 사용하는 동안 안경을 계속 쓰길 

원하는 분들은 위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십시오. 반면 카메라를 사용하는 동안 안경을 쓰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은 안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위의 조정방법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디옵터 성능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디옵터 보정 렌즈(Diopter correction lens)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art# 70278 Diopter correction lens DE402(Near Sighted, -5 ~ -2 디옵터)

Part# 70279 Diopter correction lens DE403(Far Sighted, 0 ~ +3 디옵터)

제공된 디옵터 보정 렌즈 교환을 하려면 아래를 오더하십시오..:

Part# 70277 Diopter correction lens DE401(Standard, -2.5 ~ +0.5 디옵터)

아이컵 제거(Removing the Eyecup)
기본적으로 XF와 함께 제공되는 아이컵은 안경 착용과 상관없이 카메라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공장 출고 시의 표준 디옵터를 교체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작은 금속 걸쇠를 사용자 쪽으로 

당겨 아이컵을 풉니다. 그리고 아이컵 레일에서 아이컵을 밀어 올리면 됩니다.

뷰파인더 디옵터 렌즈 교체(Changing the Viewfinder Diopter Lens)

디옵터 보정 렌즈를 교체하려면, 아이컵을 제거한 후 디옵터 레일에서 디옵터 렌즈를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새로운 디옵터 렌즈를 다시 설치하고, 이것이 왼편에 있는 작은 클릭락 탭에 제대로 장착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뷰파인더 아이컵 제거 걸쇠

접안렌즈 디옵터 조정

NOTE:

렌즈 표면에 먼지 등이 묻어 있다면, 불로어(blower)로 제거하거나 렌즈 브러시

를 가지고 부드럽게 털어냅니다. 렌즈 표면에 묻어있는 지문이나 먼지는 깨끗하

고 부드러운 거즈로 닦아냅니다. 용제 사용은 보정 렌즈 프레임을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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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 스피드(Shutter Speed)

조리개(Aperture)

ISO 선택(ISO Selection)

셔터 스피드는 전면 다이얼(Front Dial)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는 측면 다이얼(Side Dial)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ISO는 후면 다이얼(Rear Dial)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ISO 스피드 옵션은 장착되어 있는 

IQ 백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 ISO(Auto ISO) 스피드 범위는 터치를 통하여 선택할 수 있고,

장착되어 있는 IQ 디지털백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 다이얼 모두는 자동 모드(Auto mode)에서 노출 보상(Exposure Compensation)을 조절하기 

위해 재구성(변경)될 수 있습니다(기본값은 끔(Off)). 이 옵션은 후면 키(Rear Key)를 눌러 카메라 

메뉴(Camera menu)에 들어가 UI 설정(UI Setup)>콘트롤 설정(Control Setup)>전면/후면/측면 

다이얼(Front/Rear/Side Dial)>자동(In Auto)>ExpComp 를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개 다이얼 모두는 후면(Rear Key)를 눌러 카메라 메뉴(Camera menu)에 들어가 UI 설정(UI Setup

)>콘트롤 설정(Control Setup)>전면/후면/측면 다이얼(Front/Rear/Side Dial)>방향(Direction)>CC

W(기본값)/CW 를 선택하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 기호는 선택 가능한 설정을 나타냅니다. 

XF 카메라 시스템 설정 개요

XF는 공장 출고 시 미리 구성된 디폴트 설정들로 제공됩니다. XF 카메라 바디는 카메라 메뉴 

(Camera menu)에서 기본값(default) 설정으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셋업 로딩(Load Setup)> 

기본값으로 복원(Restore to Default).

XF 카메라 바디 기본 설정       

UI 설정 메뉴 콘트롤 설정

XF 카메라 시스템 설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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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MF

AF 작동 모드(AF Drive Mode)

AF 범위 모드(AF Area Mode)

촬영 모드(Capture Mode)

노출 모드(Exposure Mode)

미터링 모드(Metering Mode)

오토포커스나 수동포커스 작동은 렌즈의 자동/수동 링을 이용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AF 작동 모드는 후면 키(Rear Key)를 눌러 카메라 메뉴(Camera menu)로 들어가 촬영 설정

(Capture Setup)>AF 작동(AF Drive)>싱글(Single) - 기본값 / 연속(Continuous)를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토포커스 범위는 평균(Average);디폴트값과 스폿(Spot)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스크린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터치 또는 측면 다이얼(Side Dial)로 필요한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촬영모드는 스크린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터치 또는 측면 다이얼(Side Dial)을 사용하여 원하는 

촬영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가지의 촬영모드 옵션이 있습니다: 싱글(Single);디폴트값, 연속 

(Continuous), 진동 방지(Vibration Reduction), 브라케팅(Bracketing), 딜레이(Delayed), Manual

(Bulb/Toggle)

수동(Manual;디폴트값), 조리개 우선(Aperture Priority), 시간 우선(Time(Shutter) Priority), 프로그램 

노출(Program) 노출모드가 있으며, 스크린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터치 또는 측면 다이얼(Side Dial)을 

이용하여 모드를 선택합니다.

오직 반사된 환경광(reflected, ambient light)을 위해 3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매트릭스

(Matrix;디폴트값), 중앙(Center), 스폿(Spot). 스크린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터치 또는 측면 다이얼로 

필요한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스크린 아이콘으로 표시되는 모드들은 터치를 통해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면 상단 키

(front Top Key)를 누르고 나서, 전면 다이얼(Front Dial)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콘들을 스크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XF 카메라 시스템 설정 개요

AF 연속 작동

AF  범위 모드

촬영 모드

노출 모드

미터링 모드

AF 작동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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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디지털백 기본 설정 
 

기본설정

홈 스크린에서, WB, ISO와 파일 형식(File Format)은 화면 중앙에 표시되어, 이 중요한 설정 값들을 

항상 확실히 알 수 있게 합니다.

ISO
감도 범위는 IQ 디지털백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IQ 디지털백을 위한 기본 설정은 항상 가장 낮은 

ISO가 됩니다. 디지털백을 기본값(default)으로 리셋할 때, 가능한 최고의 이미지 품질 출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홈 스크린에서 ISO를 선택하거나 XF 카메라에서 후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적절한 ISO 값을 선택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4가지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과 자동(Auto) 옵션이 있는데, 이것은 디지털백 홈 스크린에서 직접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자동(Auto;기본값), 데이라이트(Daylight), 형광(Fluorescent), 텅스텐(Tungsten), 

플래시(Flash)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custom White Balance)를 생성할 

수 도 있는데, 이 매뉴얼의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Custom White Balance)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적절한 화이트밸런스는 홈 스크린에서 WB를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디폴트) 복원 방법
IQ 디지털백에는 최초 출고 시 많은 기본 설정들이 미리 구성되어 있어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들을 조정한 다음 공장 기본값으로 백을 복원 하려면 디지털백의 스크린에서 메뉴(M

enu)>기본값으로 복원(Restore to Default)을 누르면 됩니다. 편리한 기능으로써, 현재 저작권 정보, 스

플래시(splash)와 배경 화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값, 와이파이 설정을 리셋해야 하거나, 복원 중에도 

이들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매뉴얼 뒤쪽에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설

명되어 있습니다. 언어, 날짜와 시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Home Screen

WB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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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File Format)

왜 IIQ L 16bit 인가? 

페이즈원은 매우 창의적인 RAW 파일 형식 압축을 고안했는데, 이름하여 Intelligent Image Quality

(IIQ)가 그것입니다. 2가지 형식의 압축이 사용되는데, 100% 데이터 손실이 없는 “IIQ L”과 거의 

손실이 없는 “IIQ S” 입니다.

모든 IQ 디지털백은 2개의 RAW 파일 형식인 IIQ L과 IIQ S로의 출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IQ3 100MP는 여기에 더하여 IIQ L 16bit라는 세 번째 파일 형식을 가집니다. – 아래 설명.

IIQ L과 IIQ L 16bit는 둘 다 데이터 손실이 전혀 없는 최고 품질의 출력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기본값)

IIQ S 옵션은 “스마트(Smart)”하게 압축된 RAW 파일 형식을 제공합니다. 이 압축은 더 빠른 

촬영속도(capture rate)와 향상된 워크플로를 가능하게 합니다.

IIQ S는 데이터 손실을 100% 막아주진 않지만, 우리는 손실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파일 형식 선택은 메뉴(Menu)>출력 파일(Output File)>파일 형식(File Format)>IIQ L 16bit/ 

IIQ L/ IIQ S에서 할 수 있습니다.

IIQ L과 IIQ S는 모두 CCD 디지털백(IQ3 80MP/60MP, IQ280/260, IQ180/160/140)을 사용할 때 

16bit 파일 형식입니다. 50MP CMOS 기반 디지털백(IQ3 50MP, IQ250, IQ150)은 IIQ L 형식에서 

14bit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IQ3 100MP는 새롭고 향상된 CMOS 파일 형식 “IIQ L 16bit”를 특징으로 합니다. IIQ L 16bit는

IIQ L과 비슷하고 데이터 손실을 완벽히 차단하는 파일형식입니다. 이것은 IQ3 100MP CMOS 센서

에서 풀 16bit의 출력을 처리하는데, 특별한 CMOS 센서와 함께 도입된 새로운 기능입니다.

 

 

IIQ L 16bit가 IQ3 100MP에서 가능한 최고의 품질을 제공지만, IIQ L 또는 IIQ S와 비교하여 파일 

크기가 커지고 촬영 속도가 느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IQ 디지털백 기본설정

파일 형식

IQ3 100MP IIQ L 16bit 파일 형식

NOTE :

IIQ S 옵션은 충분히 완벽한 품질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실 이 

“스마트(Smart)”한 압축은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데이터 

손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즈원은 IIQ S가 100% 데이터 손실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거의 손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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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자동 저장 모드(Auto Save mode)가 선택되어 있다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는 현재 이미지에만 적용됩니다. 

화이트 밸런스와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IQ 디지털백의 뒤쪽 터치 스크린에 표시되는 컬러의 대표적인 

렌더링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IQ 디지털백은 인카메라(in-camera) 에서 JPEG으로 처리하지 않고 IIQ 

L(기본값)/IIQ S(옵션)의 RAW 파일 포맷으로 저장되며, 이 포맷은 캡처원에서 수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특히 의도된 조명에서 그레이 카드로 레퍼런스 화이트 밸런스 파일을 촬영할 때)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 저장

사용자는 IQ 백에서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3개까지 생성,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메뉴(Co

ntext menu) 에서 화이트 밸런스 픽커(white balance picker) 아이콘을 길게 누르고 대화박스에서 

자동저장 선택을 해제합니다.

다음 번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만들 때는 WB를 저장할 것인지, 커스텀1, 2, 3 옵션 중 어떤 표시를 

할 지 묻는 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장된 설정은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화이트 

밸런스 옵션 맨 아래로 스크롤을 하여 선택)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메뉴

화이트 밸런스 픽커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셋팅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선택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Custom White Balance)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IQ 디지털백 재생 모드(play mode)의 촬영된 이미지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동 WB를 선택하거나 4가지 프리셋 중 하나를 사용하여 레퍼런스 화이트 밸런스 이미지

를 촬영하십시오(의도된 조명하에서 Gratac Macbeth Color Checker 또는 QP-Card를 사용하여 이

미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표시된 이미지를 탭하거나 재생(Play)를 누르고 나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탭하면 IQ 디스플레이의 풀 스크린 보기(Full Screen View)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크린의 우측 하단 코너에 있는 작은 상황 메뉴 아이콘을 터치하면 상황메뉴가 표시되는데, 화이트 

밸런스 픽커(White Balance Picker) 버튼을 누르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이미지의 원하는 부분으로 

줌, 이동하고 나서 그레이 패치를 탭하거나 이미지의 그레이 뉴트럴 부분(번아웃된 부분이 아님)을 

탭하여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생성합니다.

십자형 아이콘이 스크린에 나타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화이트 밸런스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이미지 어딘가에 화이트 밸런스 포인트를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이어

지는 모든 촬영은 이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아래 주의사항 참조)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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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비 오토포커스 시스템
(Honeybee Autofocusing System)

허니비 오토포커스 플랫폼은 고해상도 전용 CMOS 센서와 결합된 커스텀 프로세서를 가지고 설계됩니다. 

이 조합은 독특한 플로팅 포인트 구조와 완벽히 프로그램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생성하여, 허니비 오토

포커스 플랫폼을 확장, 업데이트, 커스텀하기 쉽게 만듭니다. 

허니비 오토포커스 플랫폼 버전
2017년 중반, 페이즈원은 선택옵션으로 업그레이드된 허니비 오토포커스 프랫폼, HAP-2를 소개했

습니다. 새로운 HAP-2 센서는 감도를 높이고 다이내믹 레인지를 향상시켜, 저조도 상황과 낮은 콘트

라스트 타겟에서 HAP-1 센서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HAP-2가 설치된 XF 카메라는 자연광에서 

오토 포커스를 사용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HAP-2에서 오토

포커스를 위한 최소 EV는 4.0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증가된 감도를 제외한, XF 카메라의 모든 AF 기능들은 HAP-1과 HAP-2 AF 센서 모두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원하는 경우, 페이즈원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새로운 HAP-2 포커싱 유닛을 XF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즈원 파트너에게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의 XF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허니비 오토포커스 플랫폼 버전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단 후면 

키를 누른 뒤 About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포메이션 화면이 AF item 아래에 HAP-1이나 HAP-2를 표

시할 것입니다

포커스 모드

XF 카메라 바디에서는 2가지 종류의 오토포커스 모드(AF Dri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글(Single)과 

연속(Continuous). 카메라 출고 시 AF Drive 모드는 싱글로, AF 우선(AF Priority) 기능은 릴리즈(Release 

우선)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커스 포인트는 포커싱 스크린에서 안/바깥 브라켓으로 표시되는 AF

 범위 모드(AF Area mode)에 의해 결정됩니다. 콘트라스트 또는 조명강도가 너무 낮을 때, AF 보조광

(AF Assist Light)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끔(Off)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카메라 

메뉴에서, Capture Setup > Assist Light > On 을 선택).

AF 실행 모드 설정(AF Drive mode setting)
싱글(Single)과 연속(Continuous) AF를 전환하려면, 후면 키를 눌러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 전면/후면 다

이얼을 사용하여 Capture Setup > AF Drive > Single / Continuous를 선택합니다.

싱글(Single AF)
싱글 AF 모드(Single AF drive mode)를 선택하면 AF 서보모터가 활성화되어, 셔터 릴리즈 버튼을반 

누른 후 렌즈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초점이 맞춰진 후, 반만 눌러진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계속 누르면 

포커스가 잠기고, 사용자는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셔터가 릴리즈됩니다. 오토포커스는 버튼을 릴리즈하고 반셔터를 다시 눌러 재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연속(Continuous(AF)
연속 모드(Continuous mode)를 선택하면 반만 눌러진 셔터 버튼과 함께 AF 서보모터가 렌즈의 초점

을 맞추는데, 그와 동시에 허니비 오토포커싱 시스템은 대상물을 계속 모니터 합니다. 초점을 맞춘 이

후에 대상물이 이동하면, 대상물을 따라 렌즈의 포커스가 다시 맞춰집니다.

Single (AF) Continuous (AF)

Focus Modes

Installed HAP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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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Priority setting

AF 우선 설정(AF Priority setting)
AF 우선 설정은 대상물의 포커스가 맞았다고 확인되기 까지 셔터의 릴리즈를 막아주는 설정입니다. 

AF 우선(AF Priority) 설정을 변경하려면, 후면 키를 눌러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 Capture Setup > AF 

Priority > Release / Focus를 선택합니다.

AF 범위 모드(AF Area Modes)

오토포커스의 정밀도와 정확도는 빠른 속도에서 샤프니스를 구현할 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페이즈원은 XF 카메라를 위한 전용 오토포커스 센서인 허니비 오토포커스 플랫폼을 개발했고, 

이것을 전용 프로세서와 함께 장착했습니다. 향상된 포커스 정밀도를 위하여, XF 카메라는 개별적 

라인과 크로스 타입의 센서들을 복잡한 벌집 모양 패턴으로 배열된 100만 픽셀 구성요소들을 포함

하는 하나의 CMOS 센서로 대체합니다. 허니비 오토포커스 플랫폼 센서는 다양한 대상물과 장면들

에 최적화된 오토포커스를 위하여 2가지 AF 범위를 가집니다. 일반(Average)와 스폿(Spot)이 그것

입니다. AF 시스템은 미러박스에 위치해 있고, 프리즘 뷰파인더나 웨이스트 레벨 파인더가 장착될 

때 작동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일반 AF 모드(Average AF Mode)
일반 모드는 가장 넓은 범위의 포커싱을 커버하고 100만 픽셀(1MP) 구성요소 모두를 활용합니다. 

커버되는 범위는 뷰파인더의 중앙에 표시되고 포커싱 스크린에서 바깥쪽 브라켓들로 표시됩니다. 

일반 모드는 롱 렌즈, 낮은 조도에서 작은 조리개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핸드헬드 촬영으로 

수동 초점이 어렵거나 움직이는 대상물을 촬영할 때 선택하십시오.

스폿 AF 모드(Spot AF Mode) 
스폿 AF 모드는 뷰파인더 중앙에 훨씬 작은 범위를 커버하고 포커싱 스크린에서 안쪽 브라켓들로 

표시됩니다. 이 모드는 와이드앵글 렌즈로 작업하거나 아주 긴 초점거리 렌즈로 정확한 포커싱이 

필요할 때 사용하십시오.

AF 범위 모드 설정(AF Area Mode setting)
기본값인 일반 범위(Average area)를 좀 더 작은 스폿 AF 범위(Spot AF area)로 변경하려면 상단 터

치 스크린에 있는 AF 모드 아이콘을 선택하고 터치를 사용하여(아니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키를 

사용) 설정을 직접 변경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모드는 상단 터치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AF Area Mode setting 

Auto focus area 

frame

NOTE:

렌즈 링이 AF로 설정되어 있을 때,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오토포커스가 활성화됩니다. 

대상물이 선택된 AF 범위에 들어오고 포커스가 맞게 되면, 포커스 확인기가 뷰파인더에서 깜빡

거립니다. 오디오 확인 설정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지만,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후면 키를 눌러 

카메라 메뉴로 들러가서, UI 설정(UI Setup)>오디오(Audio)>포커스 확인(Focus Confirm)>켬

(On) 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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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잠금(AF-Lock)
카메라가 싱글 샷(Single shot)이나 연속 AF 실행 모드(Continuous AF Drive mode)로 S설정되어 있으면, 

포커스 위치를 잠글 수 있는데 중심을 벗어난 대상물들에게 유용한 기능입니다. AF-잠금은 기본적으로 

특정 버튼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면 또는 후면 사용자 버튼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거나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에 이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후면 키를 누르고 UI 

설정(UI Setup)>콘트롤 설정(Control Setup)>후면(Rear)/전면(Front)/보조릴리즈 버튼(2nd Shut)>AF 

잠금(AF lock)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싱글 샷(Single shot)이나 연속 AF 실행 모드(Continuous AF Drive mode)를 사용하여 대상물의 

초점을 맞춥니다.

2. 기능을 지정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포커스가 잠깁니다.

3. 뷰파인더에서 대상물의 구도를 다시 잡습니다.

수동(MF) 
수동 초점(manual focus)은 렌즈의 AF/MF 셀렉터 링을 AF에서 MF로 변환하면서 맞춥니다. 렌즈가 

MF로 설정되어 있다면 오토포커스를 실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포커스 포인트는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의 포커스 확인 표시기를 사용하는 AF 범위 모드 또는 포커스 스크린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렌즈의 AF/MF 셀렉터 링은 셔터 릴리즈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지 않고 왼손을 사용하여 AF(오토

포커스)와 M(수동) 사이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

NOTE:

AF+라고 불리는 전용 포커스 보정 기능을 사용하여, 중심을 벗어난 대상물의 포커스 정밀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능은 뒤쪽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Assigning AF Lock 

AF/MF selector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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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트림을 통한 AF 보상(AF Compensation with Focus Trim)

AF 센서의 정밀도를 미세 조정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설명된 완전히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포커스 트림 툴(Focus Trim Tool)을 이용

한 반자동 조절 방법이 그것입니다. 페이즈원은 포커스 트림 툴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포커스 트림 기능은 포커스 면을 설정 값만큼 앞이나 뒤로 조정합니다. 그러면 포커스 포인트는 

오토포커스가 실행될 때마다 이 트림 값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포커스 트림 수동 조정(Adjusting Focus Trim manually)

페이즈원은 카메라와 사용하고자 하는 렌즈를 삼각대에 장착하고, 로케이션(예상되는 조명 환경의)

이나 예상되는 조건들과 비슷한 상황의 비슷한 거리에서, 스폿 AF 모드를 사용하여 조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면 또는 후부 초점 보상 값 설정은, 후면 키를 눌러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 촬영 설정(Capture 

Setup)>포커스 트림(Focus Trim)>-/0/+ 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설정은 ±5 pts…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의 배수(±15 pts.) 또는 5의 배수(±25 pts.) 에서 조정을 하고 나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까지 더 작은 단위에서 미세 조정합니다.

마이너스(-) 트림 값을 설정하면 포커스 포인트가 디폴트(기본) 값인 포커스 포인트(0)의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면 플러스(+) 트림 값을 선택하면 디폴트(기본) 값인 포커스 포인트(0)의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므로 포커스 포인트가 의도한 포커스 포인트의 앞쪽에 있으면, 플러스(+) 값을 

증가하여 조정을 하십시오.

트림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보상 설정이 삭제됩니다

Focus Trim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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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트림 툴(Focus Trim Tool)

이 툴은 최적의 포커스 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포커스 시스템이 

가능한 최고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XF 카메라와 렌즈들은 아주 높은 정밀도의 생산 기준을 가집니다. 그러나 AF 시스템 허용오차 

내에서의 약간의 차이도 포커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포커스 트림 툴은 초점면을 앞이나 

뒤로 약간씩 움직여 완벽한 보완을 이룬 뒤 포커싱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게 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포커스 트림 툴은 쉬우면서도 믿을 수 있는 5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에 

있는 포커스 트림 툴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해서는 안되는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툴(Tools) 아래 XF 메뉴 시스템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화면을 스와이핑하여 활성화하고 싶다면, UI 설정(UI Setup)>이용할 수 있는 툴(Tools Enabled)로 

가시면 됩니다. 

단계 1: 준비와 셋업
함께 제공된 페이즈원 포커스 트림 타겟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www.phaseone.com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프린트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XF 카메라를 삼각대에 장착하고, 이것이 포커스 

타겟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평소 촬영 시 사용하는 카메라와 포커스 트림 타겟 거리와 동일한 거리를 사용함으로써 최고의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보편적인 세팅을 위해, 뷰파인더의 마커들이 A5 크기의 포커스

 트림 타겟의 화이트 마커들에 거의 일치 되도록 거리를 조정하십시오

다음, 렌즈의 최대 구경(예.f/2.8)을 사용하고, 작동모드(Drive Mode)는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

로, 미터링은 스폿(Spot)으로, AF 모드는 일반 포커스(Average Focus)로 설정함으로써 XF 카메라가 

제대로 셋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동 모드(Manual mode)에 있다면 노출에 유의하시고, 약간의 

과노출이 될 때까지 셔터를 조정하십시오. 

모든 준비가 되면, 위에 설명한 포커스 트림을 선택한 뒤 실행 툴(Start Tool)을 누릅니다. 

Start Focus Trim Selecting Focus Trim

포커스 트림
소폭 조정

라이브 뷰
활성화

포커스 트림 값 
저장 

포커스 트림
과정 시작

포커스 트림 
대폭 조정 

저장된 포커스 트림 값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 촬영

Phase One Focus Trim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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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포커스 조정

그러면 XF 카메라는 확실한 포커스 트림 프로세스를 위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자동으로 

체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토포커스 타겟이 적절한 거리에 있는지, 광량이 충분한지, 카메라가 

타겟에서 오토포커스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포커스 타겟의 광량이 너무 어둡다거나 할 때, 이 툴은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경고 표시가 보이면, 해당 조건들을 수정하고 포커스 트림 툴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단계 2: 수동으로 포커스 조정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면, 타겟이 최대한 샤프해 질 때까지 포커스를 수동으로 미세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IQ 디지털백에서 라이브뷰를 사용하거나, XF 카메라 시스템을 캡처원 프로에 연결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a: IQ 디지털백에서 라이브뷰 사용하기
포커스 트림 툴에서 라이브뷰 아이콘을 탭하여 IQ 디지털백의 라이브뷰를 활성화합니다. 

포커스 타겟을 명확히 보기 위해 스크린에서 100% 줌을 합니다. XF 카메라가 포커스를 맞췄던 

타겟에서 동일한 센터로 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면과 전면 다이얼을 움직여 최대 샤프니스를 만들어 냅니다. 일단 측면 다이얼로 포커스를 

대폭(10x) 조정한 뒤, 전면 다이얼로 소폭(1x)으로 미세조정을 합니다. 

최대 샤프니스를 만들어 내면, 라이브뷰 아이콘을 다시 눌러 IQ 디지털백의 라이브뷰를 종료합니다. 

그런 다음 3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2b: 캡처원 프로 사용하기
몇 가지 점에서 캡처원 프로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포커스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포커스를 조정하게 되면, 촬영 중 카메라에 진동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

하게 할 수 있고 더욱 안정된 라이브뷰 피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캡처원에서 더 

가까이 줌을 당길 수 있고 라이브뷰 포커스 미터 툴(Live View Focus Meter Tool)을 사용하여 최적의 

샤프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캡처원 프로에서, 캡처 툴(Capture Tool) 탭 아래의 카메라 툴(Camera Tool)로 가서 라이브 뷰 실행

(Start Live View)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XF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동일한 센터 범위로 줌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뷰 피드를 밝게 하기 위해 라이브뷰 콘트롤에 있는 밝기(Lightness) 슬라이더를 

조정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포커스 툴(Camera Focus Tool)을 사용하여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최대 샤프

니스 결과를 얻을 때까지 화살표 버튼들을 클릭하면 됩니다. 일단 두개의 화살표로 된 버튼들을 사용한 

다음, 한 개의 화살표로 된 버튼들로 포커스를 미세조정합니다. 

라이브뷰 포커스 미터 툴(Live View Focus Meter Tool)를 통하여 최적의 샤프니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미터(Focus Meter)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중심 포커스 부분에 프레임을 놓습니다. 카메라 포커스 

툴에서 한 개의 화살표로 된 버튼들을 클릭하여 오렌지색 경계를 최대한 오른쪽까지 밉니다(이곳은 흰색 

줄무늬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최적의 샤프니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과정이 완료되면 캡처원 프로에서 라이브뷰 창을 닫습니다. 

라이브뷰 실행

밝기(Lightness)를 가지고 라이브뷰 피드를 밝게 하기

카메라 포커스를 사용하여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

라이브뷰 포커스 미터 툴

포커스 타겟이 너무 멀리 있음포커스 타겟에 충분한 조명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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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자동 트림 실행(Start automatic trim)
트림 실행(Strat Trim)이나 상단 전면 키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포커스 트림 툴(Focus Trim Tool)은 

2단계에서 만들었던 조정값들을 가진 포커스를 카메라가 확실히 감지하는지 측정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라면, 진행 표시줄이 녹색으로 표시될 것이고 포커스 트림 툴은 포커스 트림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측정이 실패한 경우, 표시줄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포커스 타겟에서의 낮은 조도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은 이 프로세스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단계 4: 오토 포커스 트림 값 저장
터치 스크린에서 저장(Save) 아이콘을 누르거나 상단 후면 키를 눌러 확보된 포커스 트림 값을 

저장합니다. 

 

단계 5: 완료
포커스 트림 툴에 있을 때, 이미지를 촬영하여 새로운 포커스 트림 값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면 사용자 버튼을 누른 다음, IQ 디지털백에서 100% 줌을 하여 이미지의 샤프니스 확인하면 됩니다. 

포커스 트림 절차로 돌아가고 싶으면, 재실행 툴(Restart Tool)이나 상단 전면 키를 누르십시오. 

좌측 상단 코너에 있는 X자 표시를 누르면 툴이 닫힙니다. 

 

트림 값 저장

트림 값 확인

자동 트림 조정 실행 포커스 트림 값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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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포커스 & 재구성 모드
(Autofocus & Recompose mode) / AFr Mode

XF 카메라에는 AFr 모드라고 하는 특별한 오토 포커스 기능이 있습니다. 포커스를 고정한 뒤 이미지

를 재구성한 다음이라 하더라도 촬영 대상물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포커스 고정 뒤 프레임 재구성을 위해 카메라 앵글을 바꾸면 

초점면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촬영 대상물이 초점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는데, 특히 얕은 심도에서 작업을 할 때 이 증상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사례는 인상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센터 오토포커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인물의 눈에 포커스를 고정한 다음, 프레임을 재구성하면 인물의 눈은 

더 이상 이미지의 센터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면이 인물의 눈 뒤 또는 앞으로 이동되어, 

결과적으로 모델의 눈은 약간 소프트하게 보이게 됩니다.

AFr 모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포커스 포인트의 이동이 보상되어, 프레임을 재구성한 뒤라 하더라도 

인물의 눈(또는 다른 촬영 대상물)에 맞춰진 포커스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XF 카메라는 내부 센서

들을 사용하여 대상물까지의 거리와, 고정되었던 포커스 포인트로부터 이미지가 촬영된 포인트

까지 카메라가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측정하여 보상값을 계산합니다. 

이 기능은 전문가적인 작업 환경에서의 속도와 성능에 맞게 최적화 됩니다. AFr 모드가 여러분의 

이미지에 적용하는 보상값은 여러분의 이전 촬영물들에 기반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여 

AFr 모드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테크닉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고, 촬영이 계속됨에 따라 그 성능이 

향상됩니다. 촬영 대상물에 대한 첫 포커싱과 프레임 재구성의 성공률은 이 오토 포커스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꾸준하게 향상됩니다. 성공적인 포커싱을 확인해 주는 오디오와 비주얼 피드백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AFr 모드 사용(Enable AFr Mode)
AFr 모드를 사용하려면, 상단 후면 키를 누르고 Capture Setup>AFr Mode를 선택한 뒤 측면 

다이얼을 조정하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이 때 렌즈는 캘리브레이션의 일환으로 리포커스 

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정상적인 증상입니다. 

AFr 모드가 활성화되면, AFr 아이콘이 상단 터치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는 AFr 모드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기능 모두 

XF 카메라의 3D 무브먼트 센서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다면, 실행(Drive) 설정에서 이 기능을 종료할 것인지를 묻는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구성을 위해 AFr 모드 사용(Using AFr mode to recompose)
AFr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셔터 버튼을 반만 누르면 오토포커스가 실행됩니다

(오토포커스 기능이 다른 버튼에 커스텀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타겟에 포커스를 고정하고, 

프레임 재구성을 한 뒤 셔터버튼를 완전히 눌러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XF 카메라는 그 동안 

습득한 여러분의 예상 움직임에 기반하여 이미지 촬영 전 자동으로 초점면을 조정할 것입니다. 

Enabling AFr Mode
AFr Mode active

Vibration Delay warning

모델의 눈에 맞춰진 최초의 포커스 포인트

이미지를 재구성한 뒤의 포컬 포인트는 뒤쪽으로 상당히 이동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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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focus confirmation beep

Assigning AFr Mode button

포커스 정확도에 대한 피드백(Feedback on focus accuracy)
XF 카메라는 프레임 재구성 후에 피사체에 대한 포커스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 성공

여부를 화면과 소리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의 포커스 표시기가 한번 깜박이면 

AFr 작동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포커스 점과 화살 표시가 빨리 번쩍

이면, 카메라가 정확한 포커스와 재구성에 대한 성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디오(Audio) 아래 포커스 확인(Focus Confirm)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다면, XF 카메라는 

소리로 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포커스와 재구성이 성공적인 것으로 측정되면 일반적으로 삐 

소리가 나게 됩니다.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경고 사운드로 삐 소리가 길게 들릴 것입니다. 

오디오 피드백은 초점면 조정이 렌즈의 포커스에 적용되었고 XF 카메라의 예상된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표시입니다. 이 툴은 촬영 동안 XF 카메라의 움직임들을 학습하도록 설계됩니다. 

그러므로 이미지 시퀀스에서 동일한 무브먼트가 자주 반복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카메라를 켜고 촬영한 첫 이미지는 AFr 성공이라는 측면에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미지들은 초점면 조정을 사용자의 무브먼트로 적용하고 미세조정할 것입니다. 

오디오 피드백은 포커싱 성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포커스로 줌(Zoom to Focus)와 함께 사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포커스의 확인(Checking for correct focus)

대상물에 포커스가 정말 제대로 맞았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다면, IQ 디지털백에서 프리뷰이미지

(Preview image)를 셋업해 보십시오. 프리뷰 이미지(Preview image)는 전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신 포커스 포인트로 자동 줌이 되는 옵션으로, 포커스의 정확도를 훨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Q 디지털백에서 Menu>IQ Settings>Preview를 선택한 다음, 포커스로 AFr 줌(AFr Zoom 

To Focus)에서 항상(Always)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폴트값)

포커스로 AFr 줌(AFr Zoom To Focus) 실행 시, 고정했던 포커스 포인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AFr 모드가 포커스 보상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표시는 아니지만, 

IQ 디지털백 스크린에서 메인 대상물을 보면서 포커스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한 좋은 연습이 됩니다.

AFr 모드가 지원되는 렌즈

AFr 모드 활성화 버튼을 커스텀하기
(Assigning a custom button to toggle AFr mode On and Off)

현재(XF Feature Udpate #4 SR1 기준) 아래의 슈나이더 블루링 렌즈들에 오토포커스와 재구성 

모드(Autofocus & Recompose mode)가 지원됩니다:

•  55mm LS f/2.8 

•  80mm LS f/2.8

•  110mm LS f/2.8

•  120mm LS f/4.0 Macro

•  150mm LS f/2.8

•  150mm LS f/3.5

촬영 대상물에 따라 AFr 모드를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AFr 

모드 기능을 특정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후면 키를 누르고, UI Setup>Control Setup을 선택합

니다. 기능을 지정하고자 하는 버튼을 선택하고 측면 다이얼을 돌려 AFr 모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후면 사용자 버튼에 이 기능을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취향에 따라 아래 버튼들 중 하나에 

기능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셔터 릴리즈 버튼(Shutter Release Button)

•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Secondary Shutter Release Button)

•  전면 사용자 버튼(Front User Button)

•  후면 사용자 버튼(Rear User Button)

•  외부 셔터 릴리즈(External Shutter Release (B.O.B.))

Enabling AFr Zoom To Focus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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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포컬 거리로 작업하기

개요
랜드스케이프 사진의 중요한 요소는 구도 안의 모든 주요 구성요소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카메라에서 몇 킬로미터 밖의 배경 요소 뿐만 아니라 몇 미터 내의 전경 대상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체 프레임의 포커스가 맞는지(용인 가능한 수준의 샤프함)를 확실히 하는 방법은 심도를 전경(foreground)

에서 무한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이퍼포컬 거리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초점거리와 조리개에서, 여러분의 포커스 포인트 설정이 심도 내에 전체 장면을 있게 하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설정방법
많은 포토그래퍼들은 포커스 포인트를 최적화하는 최고의 방법을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장면(scene)에서 가장 먼 대상물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리고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샤프한 배경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최대로 가까운 포커스 포인트를 수동으로 조절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최대 샤프니스를 구현하기 위해 장면(scene)의 약 1/3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경험법칙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항상 최적의 법칙이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거리는 많은 요소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에는 대상물의 거리, 조리개, 초점 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Working with hyperfoc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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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에서의 하이퍼포컬 거리

XF 카메라 시스템은 각 렌즈를 위한 1가지 특정 포커스 거리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확실히 

사용하려면 여러분이 선호하는 조리개에서 렌즈를 위한 하이퍼포컬 거리를 저장해야 합니다. 이 포커스 

거리는 필요할 때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XF 카메라 시스템에서 이 하이퍼포컬 거리는, 많은 포토그래퍼들이 하이퍼포컬 거리로 포커스를 쉽게 

조정하기 위해 그들의 렌즈에 설정하는 물리적 포인트 또는 마커에 상응하는 “하이퍼포컬 포인트”로 표시

됩니다. XF 하이퍼포컬 포인트는 정확하게 설계된 렌즈 포커스 메커니즘으로 캘리브레이션된 완벽한 XF 

“Motor-Control-Units” MCUs에서 측정됩니다.

XF 하이퍼포컬 포인트 저장:
XF 후면 키>툴(Tools)>하이퍼포컬 포인트(Hyperfocal Point)를 통하여 XF 하이퍼포컬 포인트 모드

(XF Hyperfocal Point mode)로 들어갑니다.

이 모드에서는 항상 렌즈가 AF 모드에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이얼 사용과 XF 하이퍼포컬 포인트 저장:
하이퍼포컬 포인트 툴(HyperFocal Point Tool)에서, 전면/후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장면(scene)의 

심도와 포커스를 미세조정합니다. 전면 다이얼과 후면 다이얼은 “MCU” 증가에서 측정되는 포커스 

무브먼트를 제어합니다. 전면 다이얼: +/-1 MCU, 후면 다이얼: +/-10 MCUs. 렌즈 무브먼트의 전자식 

제어는 최적의 위치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렌즈의 포커스 링을 수동으로 터치하면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전자식으로 

제어되는 포커스 매커니즘의 정확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

최적의 하이퍼포커스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하이퍼포컬 포인트(HyperFocal Point) 스크린에 있는 저장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포커스 브라케팅(focus bracketing) 사용과 XF 하이퍼포컬 포인트 저장:
하이퍼포컬 포인트의 정확한 설정을 돕기 위해 특별한 포커스 브라케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5번의 연속 촬영이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하이퍼포컬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진 베이스 샷, 

4번의 추가 샷에 의해 보완(MCUs의 하이퍼포컬 점증 스텝을 사용하여 -2, -1, +1, +2로 초점을 맞추어 촬영)

이 기능은 캡처원과 연결촬영으로 작업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첫째, 각 이미지의 포커스와 

심도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둘째 메타정보의 캡처 시퀀스에서 각 이미지를 위한 하이퍼포컬 포인트 

“호출값(call-out value)”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장면을 가장 잘 커버하는 포커스와 심도를 가지는 이미지를 선택할 때, 하이퍼포컬 포인트 

스크린에서 캡처원으로부터의 하이퍼포컬 포인트 호출값을 입력하고 하이퍼포컬 포인트 스크린의 저장 

아이콘을 눌러 하이퍼포컬 포인트를 저장합니다. 좀더 정교한 증가값으로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베스트 이미지를 베이스 샷으로 하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촬영된 이미지들은 와이파이와 페이즈원의 무선 카메라 콘트롤 소프트웨어인 캡처 파일럿을 통하여 IQ2, 

IQ3 XF 카메라 시스템에 연결된 아이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은 XF 후면 스크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패드 모니터나 XF 후면 스크린은 이미지들의 특정한 하이퍼포컬 포인트 

“호출값(call-out value)”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동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하이퍼포컬 포인트 사용
하이퍼포컬 포인트가 설정 될 때, AF모드(스폿, 일반 또는 하이퍼포컬)에서 하이퍼포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포컬을 선택하면, AF 버튼이 활성화 되어 렌즈를 저장된 값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사용자 버튼 중 하나에 저장된 하이퍼포컬 포인트를 바로 활성화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Rear Key>UI Setup>Control Setup을 선택하고, 기능을 부여할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토포커스” 기능을 반셔터가 아닌 다른 버튼에 지정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 후면키(Rear Key)

>UI 설정(UI Setup)>콘트롤 설정(Control Setup)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포컬 모드는 지속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XF가 꺼지면, 이것은 이전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이퍼포컬 포인트 툴

하이퍼포컲 포인트 선택

초점거리를 
소폭으로 조정

하이퍼포컬
포인트 저장

초점거리를
대폭으로
조정

포커스 브라케팅
촬영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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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 촬영모드
 

촬영모드(Capture Modes) 

페이즈원 XF 카메라 바디는 6가지 작동모드(Drive mode)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싱글(Single), 

연속(Continuous),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 브라케팅(Bracketing), 딜레이(Delayed), 

수동(Manual). 각 모드는 XF 상단 스크린의 작동(Drive) 아이콘을 탭한 후 작동 모드 스크린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XF 메뉴(XF Menu)>카메라 콘트롤(Camera Controls)…을 

선택한 다음 IQ 디지털백에 표시되는 XF와 동일한 화면을 통해서도 접속 가능합니다

싱글 촬영(Single capture).
셔터 릴리즈 버튼을 완전히 누르면 하나의 이미지가 촬영됩니다.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도 

추가적인 촬영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촬영하려면 셔터 릴리즈 버튼이 릴리즈되고 나서 다시 눌러야 합니다.

연속 촬영(Continuous capture)
릴리즈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가능한 가장 빠른 프레임률로 이미지가 연속으로 찍힙니다. 

프레임률은 IQ 디지털백 모델과 선택된 파일형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
진동 감소를 위해 미러가 자동적으로 잠기고 셔터가 릴리즈 됩니다. 이 모드에서, XF 카메라 

시스템은 지진계 센서(seismo-graphic sensor) 데이터를 활용하여 캡처 딜레이가 촬영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지 진동방지 실행을 모니터합니다.

최대 캡처 딜레이는 작동(Drive) 스크린에 있는 진동(Vibration) 아이콘을 길게 누르거나 XF 상단 

스크린에서 후면 키를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촬영설정(Capture Setup)>진동

(Vibration)을 선택하고 후면 다이얼을 전환하여 원하는 딜레이를 설정할 수 도 있습니다.

딜레이는 0.5-8초 사이에서 조정하거나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단위로 설정한 진동 딜레이

(Vibration Delay) 시간에 도달되면, 카메라는 진동 수위와 상관없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무한대 진동 

딜레이(Infinite Vibration Delay)에서, XF 카메라는 진동이 충분히 낮아지거나 사용자가 촬영을 취소할 

때까지 대기합니다. 한편 카운트다운 중에도 XF 상단 스크린에 있는 지금 촬영(Capture Now)를 탭하면 

수동으로 바로 촬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노출 브라케팅(Exposure Bracketing)
이 자동 기능은 선택한 노출 모드(Exposure mode)와 상관없이 측정된 노출 설정에 기반하여 일련의 

촬영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XF 카메라 바디에는 연속 3프레임 자동 촬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프레임은 1-stop 아래(부족), 2프레임은 측정된 노출, 3프레임은 1-stop 위(과다). 브라케팅 단계는 

최대 5.0 EV까지 떨어져 선택할 수 있고, 총 2-7 캡처 사이에서 캡처수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서 작동(Drive) 아이콘을 누르면 작동 모드(Drive mode)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브라케팅(Bracketing)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브라케팅(Bracketing) 아이콘을 누르고 있습니다.

브라케팅 전용 스크린에서, 캡처의 수를 선택하고 후면/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캡처 간의 EV 

차이를 선택합니다

진동을 줄이고 측정된 노출 설정을 개별적으로 미세조정하기 위하여, 브라케팅 기능은 진동방지 

모드(Low Vibration mode)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케팅 스크린에서 직접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진동 딜레이 옵션진동 딜레이 모드

노출 브라케팅

브라케팅 진동 딜레이브라케팅 기본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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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이(Delayed)
진동 딜레이(Vibration Delay) 기능에 더하여, 딜레이 타이머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작동 화면(drive screen)에서 딜레이 아이콘을 길게 누른 다음, 측면 다이얼로 원하는 시간(초 단위)을 

선택하면 됩니다.

수동(Manual(Bulb/Toggle))
마지막 촬영 모드로써, 벌브 모드(Bulb mode)나 토글 모드(Toggle mode)로 100% 수동 노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벌브 촬영 모드(Bulb capture mode)에서는, 지속적인 노출을 원하는 동안 셔터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토글 모드(Toggle mode)에서는, 셔터 버튼을 한번 눌러 노출을 시작하고 다시 한번 눌러 

노출을 중단합니다. 이 모드를 사용하는 동안 상단 터치 스크린에는 캡처 길이가 표시될 것입니다.

촬영을 마친 후에는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블랙 프레임이 기록되는 동안 

타이머 카운트다운이 상단 터치 스크린에 표시될 것입니다.

셔터 스피드 기능이 부여된 다이얼을 돌리거나 작동 화면 팝업 메뉴에서 수동 아이콘을 길게 눌러 벌브와 

토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는 셔터 타임 대신에 B 또는 T가 표시될 것입니다.

수동(Manual) 작동 모드를 선택하면, 벌브(Bulb)가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원격 촬영 기능들이 

토글(Toggle)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촬영 버튼이 캡처원에서 활성화되면, 첫 번째 탭은 셔터를 열고, 

두 번째 탭은 셔터를 다시 닫게 됩니다.

딜레이 촬영 모드

수동(Bulb/Toggle)

Bulb와 Toggl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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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 노출 모드
 

노출 모드(Exposure Mode) 변경
제품 출고 시 수동(M)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 XF는 수동으로 노출을 제어합니다.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는 전면 다이얼로, 조리개(Aperture) 값은 측면 다이얼로, ISO 설정은 

후면 다이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2개의 추가적인 반자동 노출 모드(semi 

Auto exposure modes)가 있습니다: 조리개우선(Av), 셔터우선(Tv). 그리고 100% 자동 프로

그램(P) 옵션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클래식(Classic) 스크린 레이아웃에서, 노출모드(Exposure Mode)는 상단 터치 

스크린의 아이콘을 탭하고, 원하는 모드를 선택하거나 후면 또는 측면 다이얼을 돌려 변경하면 

됩니다.

조리개(Aperture)나 셔터 스피드(Shutter Speed)가 카메라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반자동 

모드(semi-Auto modes)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다이얼들에 노출 보상(Exposure Compensation) 

자동선택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출 보상 설정(Exposure Compensation setting)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ISO 설정(ISO Setting)
ISO 감도는 XF 카메라 바디의 후면 다이얼을 스크롤하거나 IQ 디지털백의 상단 우측키로 ISO를 

선택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들은 IQ 디지털백과 XF 카메라 바디 간에 자동적으로 

공유됩니다. 사용 가능한 ISO 범위는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IQ 디지털백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 ISO 설정(Auto ISO Setting)
자동 ISO 옵션은 조명 환경을 급하게 바꿀 때 유용합니다. XF 카메라 바디에 있는 이 기능은 상단 

스크린에서 ISO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IQ 디지털백의 XF 카메라 바디 메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백의 ISO 바로가기 버튼이나 상단 우측 키를 통해서는 접속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 

주십시오. 자동 ISO 스크린은 작동할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예. 노이즈를 제한) 최소/최대 ISO 

값을 표시합니다. 기능을 자동(Auto)으로 설정하려면 끔(OFF)>자동(Auto)을 선택하십시오. 범위 

설정은 후면/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범위를 스크롤하면 됩니다. 설정들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확인(confirmation)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크로스(X) 마크를 터치하거나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누르면 메인 스크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샷 AE 노출 모드(OneShot AE Exposure Mode)
원샷 AE 노출 모드(OneShot AE Exposure Mode)는 수동 노출 모드(Manual exposure mode)로 

작업을 하고 있다가 XF 카메라를 자동 노출(automatic exposure)로 빠르게 변환하여 촬영을 해야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샷 AE 기능이 부여된 키를 누르면 다음 촬영을 위해 자동노출이 

일시적으로 활성화 됩니다. 촬영이 진행되면, 카메라는 사용자가 이전에 선택했던 노출 설정들로 돌아

가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은 원샷 AE 기능을 수행할 버튼을 지정해야 합니다. 후면 키를 누른 다음, UI Setup>

Control Setup>원하는 버튼을 선택한 뒤, 후면 다이얼을 돌려 원샷 AE(OneShot AE)를 선택하면 

됩니다. 

Auto ISO Setting

Exposure Mode

OneShot AE



63XF 카메라 시스템 노출 모드 63XF Camera System Manual   |

다음 단계는, 원샷 AE로 조리개(Aperture), 셔터 타임(Shutter Time) 그리고/또는 ISO를 자동

제어해야 하는지 셋업해야 합니다. 후면 키를 누르고, Capture Setup>Auto Exposure>OneShot 

AE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조리개(Aperture), 셔터 타임(Shutter Time) 또는 ISO를 선택한 후 후면 

다이얼을 가지고 각 항목들을 켜거나 끄면 됩니다. 어떤 조합이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카메라가 3가지 항목 모두를 자동으로 변경하게 할 수도 있고, 올바른 노출 확보를 위해 한가지

항목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XF 카메라가 셔터 타임(Shutter Time) 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예. OneShot AE 기능이 

적당한 노출 확보를 위해 ISO 값만을 변경할 수 있도록 설정 변경.

필요에 따른 설정들이 완료되면, 기능이 지정된 버튼을 눌러 다음 촬영을 위한 OneShot AE를 

활성화 시킵니다. 

OneShot AE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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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보상
(Exposure Compensation)

노출 보상 사용(Using Exposure Compensation)
노출보상(Exposure Compensation) 기능은 반자동, 자동 노출 모드(Av, Tv, P)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수동 노출 모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Compensation)은 -5에서 +5 EV 사이에서 1/3, 1/2 또는 

1 EV씩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노출 보상은 1/3 EV씩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을 1/2 또는 1 EV 단위로 증가하도록 변경하고 싶으면 상단 후면 키를 누른 후 캡처 설정(Capture 

Setup)>EV 단계(EV Steps)>1/3, 1/2 또는 1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적용되는 EV 값은 상단 스크린과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캡처수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용된 노출 보상을 삭제하려면 이 기능에 다시 접속하여 값을 0(제로)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노출 보상(Exposure Compensation)은 카메라 상단 스크린에서 터치 또는 전면 키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고, 후면 또는 측면 다이얼로 원하는 EV 값을 스크롤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에서의 빠른 노출 보상 설정(Exposure Compensation Quick Set in Auto)
조리개(Aperture)나 셔터스피드(Shutter Speed)가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설정되는 반자동 모드에서, 

불필요한 다이얼은 모드형식으로 작동하는데, 예를 들어 노출 보상 기능을 설정하도록 기능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자동 또는 자동 모드를 선택할 때 기능 전환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상단 스크린(또는 IQ 

스크린)에서 XF 메뉴에 접속하고 UI 설정(UI Setup)>콘트롤 설정(Control Setup)>전면/측면 다이얼

(Front/Side Dial)>자동(In Auto)>ExpComp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면 다이얼은 ISO 감도를 변경합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차후에 자동(Auto)로 설정되면(ISO 

아이콘을 터치하고 끔(Off)>자동(Auto)를 선택), 이 다이얼은 다른 것들이 자동 ISO 모드(Auto ISO mode)

에서 노출 보상을 조절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Exposure 

Compensation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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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출(Long Exposure)

IQ 디지털백 모델에 따라 장노출 기능이 결정됩니다.(특정 모델을 위한 IQ 테크니컬 스펙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IQ 디지털백과 XF 카메라 바디 간의 기본적인 작동은 동일하고, 모든 관련 설정도 동조됩니다. 

IQ3 시리즈 모델은 모두 최대 60분까지 장노출이 가능하고, XF의 전면 다이얼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페이즈원 XF를 사용할 때 특별히 필요한 노출 모드(Exposure mode)가 있지는 않지만, 수동 노출 

모드(Manual exposure mode)가 권장됩니다.

 

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조리개(Aperture)를 선택하십시오. 뷰파인더나 라이브뷰를 사용하여 구성, 

포커스를 맞추고 나서 셔터릴리즈를 누릅니다. 셔터는 할당된 시간 동안 열려 있게 되고 XF의 상단 

스크린은 경과시간을 초단위로 보여줍니다. 1.0 초보다 긴 셔터 스피드는 자동적으로 리프셔터 옵션을

(리프셔터 옵션이 있는 경우) 카메라에 통합된 포컬플레인 셔터로 변경시킵니다.

노이즈 감소(다크 프레임 제거)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리지널 노출에서 촬영/제거된 것과 동일한 듀레이션 동안 추가적인 

다크 프레임이 촬영됩니다. 이것은 100% 자동이고 사용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출시간이 

경과된 후, 다크 프레임 제거 동안 초 단위의 카운트다운 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스크린의 좌측상단에 

있는 아이콘이 아이리스에서 초승달로 바뀌어 작동 중임을 알려줍니다. 중지와 저장(Stop & Save) 옵

션은 노출(exposure)을 끝내고 자동적으로 다크 프레임 촬영을 작동시킵니다. 사용자가 중단(Abort)

를 옵션은 노출(exposure)을 끝내고 자동적으로 다크 프레임 촬영을 작동시킵니다. 사용자가 중단(Ab

ort)를선택하면 이미지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노이즈 감소(다크 프레임) 과정이 끝나면 카메라는 다른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준비됩니다.

노출 보상 스텝  

노출 보상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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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셔터
(Electronic Shutter-ES)

IQ3 100MP Trichromatic, IQ3 100MP 또는 IQ3 100MP Acromatic 디지털백을 사용할 때, 

전자식 셔터를 가지고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자셔터는 수 많은 촬영상황에서 

그 존재감을 발휘하고, 라이브뷰,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통합과 테크니컬 카메라 작업의 

제어와 워크플로우에 있어 그 가능성들을 확장시킵니다.

전자식 셔터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식 셔터 같은 진동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디테일을 잡아내는 데 용이하고 IQ3 100MP Trichromatic, IQ3 100MP 또는 IQ3 100MP Acromatic  

디지털백의 고해상도를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아주 많은 수의 사진들을 촬영할 

때도 기계적 마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완벽하게 조용히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식 셔터를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센서로부터 전체 이미지를 리드아웃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체 리드아웃 시간은 일반적으로 1.5초까지 소요되고, 그 결과로 1.6초의 

플래시 싱크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전자식 셔터는 스튜디오 작업이나 지속광을 사용한 카피 

스탠드 사진에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자식 셔터는 나뭇잎, 나무, 물결 같은 약간의 부분적인 움직임만 있는 풍경 이미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작은 대상물이 약간씩 움직이는 것을 바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차 또는 사람 같은 큰 대상물의 경우는 이미지에서 왜곡이 일어나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전자식 셔터는 삼각대 촬영에 최적화됩니다.

주의사항: XF의 벌브(Bulb)와 토글(Toggle) 기능은 ES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자식 셔터 활성화(Enabling the Electronic Shutter)
상단 터치 스크린의 XF 카메라 메뉴에서 Capture Setup>Shutter>ES only를 선택하여 전자식 셔터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IQ 디지털백에서 XF Menu>Capture Setup>Shutter Mode>ES 

Only를 선택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XF 카메라 없이 IQ3 100MP Trichromatic, IQ3 100MP 또는 IQ3 

100MP Acromatic 디지털백을 사용하는 경우, Menu>Camera>Electronic shutter>On을 선택하여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Enabling the Electronic Shutter

from the XF Menu.

Enabling the Electronic Shutter 

from the Top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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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3 디지털백에서 ES 활성화하기

XF 외의 카메라 바디와 전자식 셔터(ES) 사용하기

XF 카메라 바디 대신 테크니컬 카메라 같은 바디와 IQ3 100MP Trichromatic, IQ3 100MP 또는 

IQ3 100MP Acromatic 디지털백에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는 경우, 셔터 스피드와 다른 노출 

설정은 IQ3 터치 스크린의 카메라 콘트롤(Camera Controls)에서 제어합니다. 디지털백에서 

Menu>Camera>Electronic shutter>On을 선택하여 전자식 셔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터치 스크린에서 ES 아이콘을 누르거나 우측 하단 버튼을 눌러 카메라 

콘트롤(Camera Controls)를 활성화합니다.

리모트 릴리즈를 사용한 촬영 또한 가능합니다. 페이즈원 파트너에게 IQ3 100MP 전자셔터 

케이블 릴리즈 아답타(P/N: 73174)를 문의하십시오. 

노출 설정(Setting the Exposure)
카메라 콘트롤(Camera Controls) 사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 셔터 스피드나 ISO 값을 터치하여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리개가 테크니컬 렌즈에 설정되기 때문에, 사용된 조리개 값을 

입력하여,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로 제대로 기재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아이콘을 

탭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합니다. 또한 카메라 콘트롤(Camera Controls)의 아이콘을 탭하여 

라이브뷰를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설정되면, 셔터 버튼을 눌러 노출을 시작

합니다.

셀프 타이머 딜레이(Self Timer Delay)
스크린의 셔터 버튼을 누를 때부터 이미지 캡처가 시작될 때까지의 딜레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 딜레이 아이콘을 탭하고 원하는 값을 선택하면, 딜레이가 셔터 버튼에 표시될 것입니다. 

셔터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캡처가 시작될 때까지 카운트다운이 표시될 것입니다.

깜박임 방지 사용(Enable Antiflickering)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때, 어떤 셔터 스피드 값들은 50Hz 또는 60Hz에서 깜박거리는 광원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IQ는 어떤 셔터 스피드가 문제를 가지는지 확인하여, 현재 주파수와 작동되는 

가장 가까운 값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깜박임 방지 (Antiflickering) 아이콘을 탭하면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점으로 이 기능이 활성화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다만 XF 카메라에서 

P 또는 Av 모드를 사용중이라면, 깜박임 방지(Antiflickering)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기록(Recording a Black Frame Calibration)
IQ 백이 테크니컬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을 때,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기록은 100% 자동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빛이 센서에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IQ가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면,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캡처 동안 렌즈 캡을 씌워야 할 것입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에는 3가지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아이콘을 탭하

면, 3가지 옵션들이 돌아가며 선택됩니다. 옵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옵션

1. 기본(Normal). 필요할 때마다 IQ3는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셔터 스피드나 ISO

를 변경했을 때, 또는 마지막 캡처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de

fault) 입니다. 

2. 항상(Always). IQ3는 각 캡처 사이에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항상 진행합니다. 이 옵션은 아

이콘에 파란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3. 중단(Suppress). IQ3 디지털백이 노출 변화가 최소이고 특히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으로  판단하면, 새로운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은 아이콘 위에 빨간

색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

조리개 값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셀프 타이머 딜레이

깜빡임 방지

ISO 값

라이브 뷰

셔터 버튼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68라이브 뷰XF Camera System Manual   |

라이브 뷰(Live View)

LCD, 캡처원, HDMI 모니터에서의 라이브뷰

모든 IQ 디지털백은 후면 터치 스크린에 라이브뷰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것은 스틸 촬영 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지가 흐릿하게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삼각대 사용이 권장됩니다. 

프리뷰 이미지는 선택된 조리개(Aperture) 값에서 표시되는데, 피사계심도에 주는 영향을 보기 위해 

프리뷰를 하면서 조리개 값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출은 스크린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출 보상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0MP와 50MP를 제외한 모든 IQ 디지털백은 FireWire 800 또는 USB 3.0을 사용한 라이브뷰를 

지원합니다. 100MP와 50MP IQ 디지털백은 USB 3.0에서만 라이브뷰를 제공합니다.

IQ3 100MP Trichromatic, IQ3 100MP 또는 IQ3 100MP Acromatic 디지털백에는 외부 모니터나 

HDMI를 통한 스크린에서 라이브뷰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출력 옵션이 있습니다. HDMI 출력 커넥터는 

IQ3 100MP 버전의 오른쪽 CF 포트 덮개 뒤쪽에 있습니다.(HDMI 출력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Q 터치 스크린에서의 라이브뷰
IQ 홈 스크린에서, 디스플레이 우측 하단 코너에 있는 상황 메뉴(context menu)를 터치하십시오. 

상황 메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무비-카메라(Movie-camera) 아이콘을 터치하여 라이브뷰를 실행합니다. 

XF 카메라 바디가 셔터를 오픈하고, 라이브 프리뷰(라이브뷰 이미지)가 후면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노출 설정 오버레이(Exposure settings overlay)를 탭하여 라이브뷰에서 카메라 콘트롤에 접속하거나, 

스크린에서 셔터 버튼을 탭하여 캡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몇 초 동안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으면 

오버레이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콘트롤에 접속하려면 그것을 다시 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IQ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라이브뷰에서 포커스 맞추기
라이브뷰에서는 AF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렌즈 셀렉터 링에서 수동 포커스(MF)를 선택하고, 

라이브뷰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물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스크린을 터치하면 디스플레이가 풀 스크린 모드(Full Screen mode)로 들어가게 됩니다. 라이브 프리뷰를 

줌인하여 포커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줌(Zoom) 슬라이더는 풀 스크린 보기에서 스크린의 좌측을 

터치하면 나타납니다. 풀 스크린에서 이미지를 줌인하려면 줌(Zoom) 슬라이더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줌 아웃은 슬라이더를 밀어 내리면 됩니다. 이미지의 원하는 부분을 더블탭하면 100% 퀵 줌(quick zoom)이

됩니다. 프리뷰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고 싶으면 손가락끝으로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되고, 스크린을 더블탭하면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라이브뷰를 나가려면 IQ 디지털백의 좌측 상단 키를 누르십시오.

라이브뷰에서 이미지 촬영
위에 설명한 단계에 따라 라이브뷰를 사용하고 포커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동 방지(Low Vibration) 

모드를 선택하거나 싱글 또는 연속 작동(Single or Continuous Drive) 모드를 활성화하고,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하여 이미지에서의 진동을 방지하십시오.

촬영할 준비가 되면, 케이블 릴리즈나 카메라에 있는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이브뷰에서의 촬영은 보통 때보다 약간 긴 대기시간(latency)를 가지게 되는데, 카메라가 라이브뷰에서 

나와 실제 촬영 전 셔터를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가 촬영되면, 카메라는 이미지를 잠깐 동안 

보여준 다음 라이브뷰로 돌아갈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시간은 메뉴(Menu)>라이브뷰에서 미리보기

(Preview in Live View)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posure settings overlay

Zoom slider

NOTE:

더 빨라진 재생률 때문에, CMOS 센서를 가진 IQ 디지털백에 표시된 라이브뷰 이미지, 품질이 

CCD 백에서 보는 이미지 품질 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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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3 디지털백에서 HDMI로의 라이브뷰 출력

제공된 마이크로 HDMI 아답타를 사용하여 모니터와 IQ3 100MP Trichromatic, IQ3 100MP 또는 

IQ3 100MP Acromatic 디지털백의 CF 카드 덮개 뒤에 있는 HDMI 출력을 연결합니다.

홈 스크린이나, 썸네일(Thumbnail) 또는 툴 보기(Tools views)에서 디스플레이의 우측 하단 코너에 

있는 상황 메뉴(context menu)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상황메뉴 팝업이 표시됩니다. HDMI 아이콘을 

터치하면 외부 HDMI 모니터에서 라이브뷰가 실행됩니다. XF 카메라 바디가 셔터를 오픈하고 라이브 

프리뷰가 외부 스크린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HDMI 콘트롤 패널(HDMI Control Panel)
HDMI가 외부 스크린으로 전송되는 동안, IQ 터치 스크린은 HDMI 콘트롤 패널을 표시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HDMI 출력 모드(HDMI output mode), 크롭(Crop, 가로세로 비율), 노출 모드

(Exposure mode)를 설정할 수 있고, 자동 노출 모드(Auto Exposure Mode)에서는 밝기(lightness) 

슬라이더를 가지고 밝기(lightness)를 조절할 수 도 있습니다.

HDMI 모드
IQ3 100MP Trichromatic, IQ3 100MP 또는 IQ3 100MP Acromatic 디지털백은 4가지 HDMI 모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1080p30

2.

 

1080p25

3.

 

720p60

4.
 

720p50

여러분의 모니터가 지원하는 해상도와 여러분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주파수(50Hz/60Hz)에 따라 

HDMI 출력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080p30이나 720p60을 선택하면 전기주파수(60Hz)가 

프레임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1080p25나 720p50을 선택하여 유럽의 전기주파수 50Hz와 혼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롭(Crop)
크롭(Crop)은 16:9, 풀 센서 4:3, 줌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9에서는 센서의 상단과 하단 부분이 제외되는 반면, 풀 센서 4:3에서는 센서의 풀 뷰(full view)가 

보여집니다. 16:9 모니터에서는 스크린의 좌우측에 2개의 검은 면이 보여지는 4:3 포맷이 표시될 것입니다. 

줌 100%는 센서의 중앙에서 100% 해상도 보기로 줌(zoom)을 할 것입니다.

Select HDMI in the Context Menu

HDMI settings on the IQ Touch Screen

Select HDMI output mode

The Micro HDMI socket is hidden behind the CF Door

NOTE:           HDMI 아답타 케이블은 모든 표준 HDMI male to male 확장 케이블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켓 주변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이 케이블을 포함하기로 했습

니다. – 다른 표준 마이크로 HDMI 케이블로 교체하고 싶은 경우, 커넥터 주변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모든 커넥터들이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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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노출 모드(Auto Exposure Mode)
HDMI 라이브뷰를 위한 기본 설정값은 자동 노출 모드(Auto Exposure Mode) 입니다.

이 모드는 촬영 장면의 조명과는 상관없이, 라이브뷰 이미지가 적절한 이득계수(gain factor)를 

가지고 표시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이 모드는 출력 이미지의 밝기(lightness)를 조정하기 

위한 밝기 슬라이더를 제공합니다.

자동 노출 모드는 센서 ISO와 노출시간(exposure time)을 사용하여 스크린에서 이미지를 조정

합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수동을 조절하고 싶다면, 노출 모드(Exposure Mode)를 수동(Manual)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동 노출 모드(Manual Exposure Mode)
수동 노출 모드(Manual Exposure Mode)에는 ISO와 노출 시간(exposure time)을 조절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틸 사진에서 높은 ISO 설정은 이미지에 많은 노이즈를 야기합니다.

노출 시간 메뉴는 어떤 HDMI 모드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가능한 노출 시간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기록할 때 프레임률이나 전송이 약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노출 시간을 별표(*)로 

표시된 것들로 제한하여 선택하십시오. 이들은 선택한 라이브뷰 모드의 프레임률에 맞는 노출시간

들입니다.

깜박거림을 피하려면 깜박임 방지(Live View Antiflickering)을 여러분의 지역에 맞는 전압 주파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메뉴(Menu)>IQ 설정(IQ Settings)>깜박임 방지(Antiflickering)에서 설정하면 됩니다.

Exposure Time selector

Manual Expos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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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셋팅

CF 카드로 커스텀 셋업 저장

CF 카드에서 커스텀 셋업 로딩

XF 커스텀 프리셋과 시스템 백업
(XF Custom Presets and
System Backup)

   
 

XF 카메라 바디 커스텀 프리셋

커스텀 프리셋(Custom Presets)

XF 카메라 바디에서는 3개의 커스텀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의 선호도

(preference)와 워크플로우에 맞춰 시스템에 만들었던 설정들의 조합을 저장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커스텀 프리셋은 또한 동일한 카메라가 매우 다양한 작업에 사용되는 상황에서 

설정들이 부주의하게 잘못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기존 설정들은 커스텀 프리셋

(Custom Preset)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여러 설정들을 카메라에 셋업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XF 상단 스크린의 후면 키를 누르고 

메뉴에서 셋업 저장(Save Setup)>커스텀 1(Custom 1)>설정 저장(Save Setup)>Yes/No 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2개의 설정 그룹은 커스텀 2와 커스텀 3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Custom mode) 중 하나에서 카메라를 사용 중에 한가지 설정을 변경하거나 설정의 

업데이트를 원하는 경우,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 셋업 저장(Save Setup)을 선택하고 관련 커스텀 

셋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프리셋들은 설정/기능 그룹들 간의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XF 상단 스크린에서 후면 

키를 누르고, 메뉴에서 셋업 로드(Load Setup)>커스텀 1,2,3(Custom 1, 2, 3)>커스텀 설정 로드

(Load Custom Settings)>Yes/No 를 선택하십시오. Yes 를 선택하면 설정들의 그룹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정들은 이후에도 계속 변경될 수 있고 위에 설명된 절차를 반복하여 최초의 

설정 그룹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스텀 셋업을 XF 카메라 뿐만 아니라 백업 파일로써 CF 카드에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IQ 터치 스크린에서, Menu>XF Menu>Custom Setup>Save to CF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하고 

싶은 커스텀 셋업(Custom Setup)을 선택하고 녹색 확인 마크를 눌러 승인하면 됩니다. 커스텀 셋업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복사하고 싶은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파일은 XFSystem. set라는 이름으로 CF 카드

의 루트에 저장됩니다.

커스텀 셋업을 CF 카드에 저장했을 때, 이것을 XF 카메라로 다시 로딩할 수 있습니다. IQ 터치 스크린

에서, Menu>XF Menu>-Custom Setup>Load From CF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선 교체하고 싶은 XF 

카메라의 기존 커스텀 셋업을 선택하고 나서, CF 카드에 있는 저장된 커스텀 셋업 중 어떤 것을 로딩하고 

싶은지 선택합니다. 원하는 한 개를 선택하고, 녹색 확인 마크를 누르면 로딩이 됩니다.

커스텀 설정 저장(Save Custom Settings)

커스텀 프리셋 간의 변경(Changing between Custom Presets)

CF 카드로 커스텀 셋업 저장(Save Custom Setup to CF Card)

CF 카드에서 커스텀 셋업 로딩(Load Custom Setup from CF Card)

XF 커스텀 프리셋과 시스템 셋업



터치 키보드를 이용한 커스텀 셋업 이름변경

기본값으로 복원

커스텀 셋업 이름변경(Rename Custom Setup)

각 커스텀 셋업을 더 잘 알아보기 위해, 커스텀 셋업 이름을 ‘Landscape’ 또는 ‘Studio’ 같이 좀 더 

설명적인 것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키보드를 가진 IQ 터치 스크린에서, Menu>XF Menu>

Custom Setup>Rename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 커스텀 셋업을 선택하고 터치 키보드에서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녹색 확인 마크를 눌러 이름 변경을 완료합니다.

카메라를 기본 설정값으로 돌리고 싶다면, 카메라 메뉴에서 셋업 로드(Load Setup)>기본값으로 

복원(Restore To default)…을 선택하면 됩니다.

커스텀 프리셋으로 등록된 설정들의 그룹은 이 옵션을 사용하여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기본값으로 복원(Restore to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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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셋업 저장과 로딩   
(Save and Load System Setup)

CF 카드로 시스템 셋업 저장(Save System Setup to CF Card)

전체 시스템 셋업을 CF 카드에 쉽게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이 백업에는 IQ 백의 모든 설정 뿐만 

아니라 커스텀 셋업, XF 카메라의 모든 설정이 포함됩니다.

다른 포토그래퍼들과 한대의 XF 카메라 시스템을 자주 공유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여 

각자가 선호하는 설정들을 빠르고 쉽게 로딩할 수 있습니다. 또한 XF 카메라 시스템을 자주 

렌탈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개인적인 설정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편리한 방법입니다.

XFSystem.set으로 불리는 백업 파일은 CF 카드의 루트에 저장되고, 추가 백업이나 공유를 위해 

컴퓨터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CF 카드를 포맷하게 되면 파일은 삭제됩니다.

시스템 셋업(System Setup)의 백업은 IQ 백에서 Menu>System Setup>Save To CF를 선택하고 

녹색 확인 마크를 눌러 승인하면 됩니다. 시스템은 IQ 백과 XF 카메라의 시스템 셋업(System Setup)

이 CF 카드에 저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XF 카메라 바디가 백에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IQ 설정만이 저장됩니다.

저장된 시스템 셋업을 로딩하려면 Menu>System Setup>Load from CF를 선택하고 녹색 확인마크를 

눌러 승인하면 됩니다. 모든 변경사항들을 적용하기 전에 시스템을 껐다 켜는 것이 필요합니다. 

CF 카드에 유효한 백업 파일이 없으면, 이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설정들을 기본 설정값으로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IQ 백에서 Menu>System Setup>

Restore to Default 를 선택하면 됩니다. 편리한 기능으로써, 현재 저작권 정보, 스플래시/배경 스크린,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 값, 와이파이 설정이 리셋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리셋하길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녹색 확인 마크를 눌러 

승인하면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시스템을 기본값 설정으로 복원할 때마다 일반적인 설정을 다시 입력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CF 카드로부터 시스템 셋업 로딩(Load System Setup from CF Card)

기본값으로 복원(Restore to Default)

XF 커스텀 프리셋과 시스템 셋업

NOTE :

CF 카드로 시스템 셋업 저장

CF 카드로부터 시스템 셋업 로딩

기본값으로 복원

저장된 시스템 셋업을 로딩하려면 Menu>System Setup>Load from CF를 선택하고 녹색 확인마크를 

눌러 승인하면 됩니다. 모든 변경사항들을 적용하기 전에 시스템을 껐다 켜는 것이 필요합니다. 

CF 카드에 유효한 백업 파일이 없으면, 이에 대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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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포토그래피

XF 카메라는 강력하고 다양한 플래시 포토그래피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프로포토 

Air system의 기능이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어, 모든 프로포토 에어 플래시 셋업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프로포토 에어 툴(Profoto Air Tool)를 통하여, 여러분은 XF 카메라 디스플레이에서 프로포토 

라이트를 6개 그룹까지 무선으로 제어하고 다른 플래시 그룹을 발광할 수 있습니다. 또한 XF 카메라는 

TTL과 프로포토 AirTTL 플래시 미터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야외 작업 시 변화하는 조명 상황 하에서도 

정확한 노출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토 Air Remote를 통한 원격 촬영도 가능하고, 각각의 촬영 후 플래시 분석 툴(Flash Analysis 

Tool)에서 플래시 듀레이션, 출력 파워, 플래시 싱크 타이밍을 확인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카메라

에서 플래시 싱크 타이밍을 직접 조절하는 옵션도 있어, 완벽하게 타이밍된 플래시 결과물이 구현됩

니다. 

이번 섹션에서 이 모든 강력한 플래시 포토그래피 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XF 카메라는 수동 모드(manual mode)에서 다양한 플래시 솔루션들과 작동할 수 있고, 대부분의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 LS(리프셔터) 렌즈와 사용할 때 초당 1/1600th 의 놀라운 플래시 싱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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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토 리모트 툴(Profoto Remote Tool)

XF 카메라 시스템은 프로포토 리모트 툴을 통하여 프로포토 Air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조명 시스템을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프로포토 Air 리모트 장비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프로포토 Air 시스템과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단 터치 

스크린을 밀어서 프로포토 리모트 툴(Profoto Remote Tool)에 접속합니다.

프로포토 Air Sync와 Air Remote 사용
(Enabling Profoto Air Sync and Air Remote)

프로포토 Air Sync와 Air Remote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선 싱크와 콘트롤 기능을 

설정하려면,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 촬영 설정(Capture Setup)>Profoto>Profoto Flash>켬(On)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선 채널은 동일한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1~8 채널이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프로포토 플래시 시스템이나 프로포토 Air Sync transceiver에서 선택된 채널과 일치하는 채널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한 프로포토 프리플래시(Profoto PreFlash)를 켜고 끄는 옵션과, AriTTL 모드를 

설정하는 옵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면 다이얼을 가지고 플래시 그룹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동한 다음, 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선택된 에너지 레벨(stop 증분으로 표시)을 변경합니다. 프로포토 리모트 툴에서 변경된 에너지 레벨은 

플래시 제너레이터의 현재 에너지 레벨로부터 추가되거나 빠지는 증분값으로써 실행됩니다. 따라서 

플래시 제너레이터의 에너지 레벨이 6이고, 프로포토 리모트 툴에 +0.5를 입력한다면, 플래시 제너레이터의 

에너지 레벨은 6.5로 변경될 것입니다. 플래시가 발광했을 때, 프로포토 리모트 툴의 에너지값은 0.0으로 

리셋되지만, 플래시 제너레이터의 에너지 레벨은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6.5를 유지하게 됩니다. 플래시 

제너레이터에 현재 에너지레벨을 표시하도록 하는 설정은 프로포토 리모트 툴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XF 카메라의 후면 버튼은 플래시 시스템의 발광 테스트 시 사용됩니다.

상단 전면 키는 선택한 플래시 그룹(Flash Group)을 켜고 끄는데 사용합니다. 꺼져 있는 그룹에는 

에너지 값 대신 2개의 대시 기호가(--)가 표시됩니다. 상단 전면 버튼을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모든 플래시 그룹(Flash Group)이 켜지거나 꺼질 것입니다.

상단 후면 키는 선택한 플래시 그룹을 위한 모델 라이트(Model Light)를 켜고 끄는데 사용합니다.

흰색 점 표시로 모델 라이트가 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 후면 버튼을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모든 플래시 그룹(Flash Group)의 모델 라이트(Model Light)가 동시에 켜지거나 꺼질 것입니다.

프로포토 리모트 툴 사용(Using the Profoto Remote Tool)

플래시 그룹 켜고 끄기(Turning a Flash Group On/Off)

모델 라이트 켜고 끄기(Turning the Model Light On/Off)

Enabling Profoto Flash

Changing the Energy level 

with Profoto Remote Tool

Controlling Flash Group 

and Model Light

플래시 그룹
켬/끔

플래시 그룹 간
이동

모델 라이트
켬/끔

플래시 그룹의 
에너지 레벨 조정

고급 옵션들

수동 모드와 TTL 모드 변환

플래시 발광 테스트 샷

모든 그룹(수동 모드) 또는 플래시 보상(TTL 모드)의 
에너지 레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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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신 채널 변경

수신 채널 끔 송신 채널 끔

TTL 모드에서 플래시
보상 값 사용 가능

프로포토 툴을 위한 고급 설정 메뉴

수동 모드와 TTL 모드 전환
(Changing between Manual mode and TTL mode)

여러분은 프로포토 리모트 툴(Profoto Remote Tool)의 우측 하단 코너에 있는 옵션에 닿을 때까지 

전면 다이얼을 돌려 매뉴얼 모드와 TTL 모드 촬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측면 다이얼을 

돌려 전환하면 됩니다.

매뉴얼 모드가 선택되면, 후면 다이얼은 어떤 그룹이 선택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플래시 그룹의 

에너지 레벨을 동시에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TTL 모드가 선택되었을 때 후면 다이얼은 플래시 

보상 값(Flash Compensation value)을 조절하게 됩니다.

플래시 그룹의 수 변경(Changing the number of Flash Group)
기본적으로(default)로 프로포토 리모트 툴에서는 3개의 플래시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 1개 그룹, 최대 6개 그룹까지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상단 좌측 코너에 있는 닫기 

툴(Close Tool) 아이콘 바로 아래 고급 설정(Advanced Settings) 아이콘을 탭 합니다. 6개 그룹을 

사용하고 싶으면, 측면 다이얼을 사용하여 A…C에서 A…F로 그룹 범위를 변경하면 됩니다.

고급 설정(Advanced Setting) 메뉴에서는 송수신 채널을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포토 프리

플래시(Profoto Preflash)와 AirTTL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토 리모트로 촬영 
(Triggering a Capture with the Profoto Remote)

XF 카메라에서 원격으로 캡처 릴리즈를 하고 촬영중 조명 시스템을 발광하기 위해, 프로포토 리모트

(Profoto Remo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송신채널과 수신채널각기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프로포토 리모트 콘트롤러가 수신 채널과 일치해야 하고, 프로포토 

에어 플래시 시스템은 송신 채널과 일치해야 합니다

 

. 

송수신 채널을 셋업하려면, 후면 키를 누르고 Capture Setup>Profoto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송신 

채널(Transmit Channel) 또는 수신 채널(Receive Channel) 중 하나는 선택하고, 측면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됩니다. 

송신/수신 채널 모두 끔(Off)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송신 채널이 끔(Off)으로 설정

되어 있으면, XF 카메라는 조명 시스템을 트리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명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프로포토 리모트(Profoto Remote)를 외부 무선 트리거로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격 캡쳐 릴리즈를 원하지 않지만 XF 카메라가 프로포토 조명 시스템을 계속 트리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수신 채널을 끔(Off)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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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Analysis Tool with 

Curtain set to Rear

Flash Curtain Rear

Flash Analysis Tool with 

Rear Curtain Trim

Rear Curtain Trim

플래시 분석 툴(Flash Analysis Tool)

플래시 분석 툴(Flash Analysis Tool)은 플래시 출력 파워, 플래시 듀레이션, 발광 노출 타이밍을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플래시 분석 툴은 상단 스크린의 아이콘 또는 스와이프 메뉴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분석 툴의 하단에는 센서가 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표시하는 노출 라인(exposure line)이 있습니다. 

2개의 흰색 삼각형은 노출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노출 라인 위에 파란색의 사각 오버레이가 있는데, 노출계 샘플(Light Meter Sample)입니다. 

이것은 플래시가 발광했던 시간 범위를 시각화한 풀 노출(full exposure)을 확대한 것입니다.

확대된 부분에는 빗금친 부분이 1 또는 2군데 있습니다. 이들은 셔터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닫힌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래프의 가운데, 블랙으로 표시된 부분은 센서가 빛에 완전히 노출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래프의 좌측 하단 코너에 있는 플래시 싱크 아이콘은 플래시가 발광할 때를 나타냅니다. 플래시가 

발광할 때, 플래시 라이트의 강도, 듀레이션, 감소(fall off)를 표시하는 흰색 세로 바가 연속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노출계 샘플(Light Meter Sample)의 시간 간격은 대략 7ms. – 1초당 1/125TH 와 항상 동일하고, 

플래시가 트리거되는 즉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 간격 안에 플래시가 발광하면, 플래시 출력의 

시작이 플래시 싱크 아이콘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면막 싱크와 트림(Rear Curtain sync and Trim)

XF 카메라에서는 플래시 시스템의 플래시 막 싱크를 앞 또는 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로 들어가 Capture Setup>Flash Curtain>Front/Rear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울러 완벽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XF 카메라에서 플래시 싱크 타이밍을 직접 트림할 수 있습니다. 

후면 플래시 싱크(rear flash sync)를 사용하면 원하는 촬영 조건에 맞도록 싱크 타이밍을 트림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특히 플래시 분석 툴(Flash Analysis Tool)과의 조합에서 유용합니다.

이 설정은 XF 카메라 메뉴에서 Capture Setup>Rear Curtain Trim을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default) 이 트림은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면막 싱크를 사용할 때 트림 값 0은 셔터가 

닫히는 바로 그 순간 플래시가 발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플러스 값으로 바꾸면, 플래시는 

셔터가 닫힌 후에 발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포컬 플레인 셔터(Focal Plane Shutter)를 사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셔터가 

닫히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로 값을 변경하면 플래시 싱크가 노출 시작에 

근접한 포인트로 상쇄됩니다.

Shutter 
opening

Light Meter Sample

Flash Sync 
/ Flash  
trigged

Shutter closing

Flash 
intensity

Exposure start

Fully open window

Exposur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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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아이콘

전자식 셔터 (ES Only)

포컬 플레인 셔터(FPS)

리프 셔터(LS Priority)

셔터 매커니즘과 플래시 싱크 범위
(Shutter Mechanisms and Flash Synchronization range)

포컬 플레인 셔터(FPS)
포컬 플레인 셔터는 센서 앞에 세로로 움직이는 2개의 막을 가지고 노출 시간을 제어합니다. 일단 센서에 

빛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전면막(front curtain)이 열립니다. 적당한 딜레이 후에, 후면 막이 이를 따르고 

노출이 마무리됩니다. 막들이 열고 닫히는데 몇 마일세컨드가 걸립니다. 빠른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 또는 두 개의 모든 막이 센서의 일부를 커버할 것이고 발광된 플래시가 

일렬의 모든 픽셀만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포컬 플레인 셔터에서의 플래시 싱크 스피드는 

1/125초 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플래시 분석 툴에는 셔터가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패턴이

있습니다.

플래시 시스템으로 촬영할 때, 어떤 셔터를 사용 하는지에 따라 그 작동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포컬 플레인 셔터(Focal Plane Shutter), 리프 셔터(Leaf Shutter), 전자식 셔터(Electronic Shutter). 

따라서 각각의 셔터에서 플래시 분석 툴(Flash Analysis Tool)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프 셔터(LS)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 리프 셔터 렌즈에 내장된 리프 셔터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세로로 움직이는 

막 대신 열고 닫히는 일련의 블레이드로 셔터가 구성되고, 렌즈 조리개처럼 노출을 제어합니다. 실제로, 

블레이드들은 그것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점점 작아지는 구멍을 만듭니다. 이것은 포컬 플레인 셔터 보다 

훨씬 빠르게 작동하고, 노출이 끝날 때까지 모든 픽셀이 점점 줄어드는 빛을 받게 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리프 셔터의 플래시 싱크 스피드는 1/1600초 까지 가능합니다. XF 카메라가 두 번째 막으로

(second shutter) 리프 셔터를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전자 선막(electronic first curtain)이 사용됩니다. 

전자선막은 거의 바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플래시 분석 툴을 확인하게 되면, 전체 노출 시간 동안 셔터가 

거의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식 셔터(ES)
IQ3 100MP에서 전자식 셔터 기능을 사용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막 모두가 100% 전자식으로 작동되고, 

센서에 의해 제어됩니다. 기계식 셔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센서가 모든 픽셀을 동시에 열고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롤링 셔터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즉, 센서의 픽셀 라인들은 천천히 읽어 들이는 것입니다. 

전체 센서를 읽는데 1초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래시 라이트가 센서의 모든 픽셀에 닿기 위해, 

셔터 타임이 길어 집니다. 그 결과, 전자식 셔터는 약 1.6 초의 플래시 싱크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피 스탠드 사진에서 지속광을 사용할 때 이 셔터는 완벽하게 작동될 것입니다. 

동기화 준비(synchronization readiness)는 상단 스크린의 셔터 스피드 설정 아래에 작은 플래시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플래시 아이콘이 보이지 않으면, 셔터 스피드 설정은 장착된 렌즈나 수동으로 선택된 셔터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전자식 셔터(ES)
유선 수동 플래시는 XF 프리즘 뷰파인더 또는 IQ 디지털백의 플래시 싱크 포트에 적절한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플래시는 또한 프리즘 뷰파인더 상단에 있는 핫슈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동조 장치(slave unit)와 무선 송신기(wireless transmitters) 또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각각의 사용자 

설명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페이즈원 A/S는 페이즈원 장비와 타사 장비를 함께 사용한 결과로 발생하는 사고나 손상에 대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9XF 카메라 시스템 렌즈 79XF Camera System Manual   |

포컬 플레인과 리프 셔터 렌즈 
(Focal Plane and Leaf Shutter Lenses)

페이즈원 XF는 플래시, 주변광 등 다양한 노출에서의 최고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듀얼 셔터 옵션을 

제공합니다.

페이즈원 FPS(Focal Plane Shutter) 렌즈
XF 카메라 바디는 페이즈원 렌즈와 사용하기 위한 내장된 포컬 플레인 셔터(FPS)를 가지고 있고, 

1/4000th 초부터 1시간까지의 다양한 셔터 스피드를 제공합니다(셔터 스피드는 사용되는 IQ 디지털백 

모델에 따라 결정). 그러나 플래시 싱크가 셔터 스피드 1초당 1/125th 까지로 제한됩니다.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 LS(Leaf Shutter) 렌즈
슈나이더 렌즈들은 내장된 리프 셔터(LS)를 가집니다. 페이즈원 XF 카메라 바디, IQ 디지털백과 

함께 사용할 때, 리프 셔터는 셔터스피드 1초당 1/1600th까지 플래시를 싱크할 수 있습니다.

LS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XF 카메라 바디는 LS 또는 FPS 중 무엇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상단 스크린

에 표시할 것입니다. 선호하는 셔터는 상단 스크린이나 IQ 디지털백의 XF 메뉴에서, 카메라 메뉴를 사

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 설정(Capture Set-up)>셔터(Shutter)>LS우선(LS Priority) / FPS만

(FPS Onl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IQ3 100MP 디지털백을 사용하고 있다면, 전자식 셔터(ES)를 사용

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 ES Only. 이 경우 XF 카메라 바디의 상단 스크린에 ES가 표

시될 것입니다.

FPS(Focal Plane Shutter)의 강점들
FPS의 주목할만한 장점 중 하나는 초당 1/4000th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ND 필

터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뷰파인더 밝기 감소와 AF 성능 감소 문제를 해결합니다. FPS의 또 다른 강

점은 리프 셔터보다 거의 2배 빠른 셔터 반응 시간입니다. 즉, FPS 플래시 싱크 스피드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한다면(플래시를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으면서), 셔터 버튼을 누르고 포컬 플레인 셔터가 릴

리즈 되는 사이의 타임랙이 더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S(Leaf Shutter)의 강점들
1초당 1/125th 보다 빠른 셔터 스피드에서의 플래시 싱크를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움직이는 대상을 

포착하거나 균형잡힌 필플래시(fill flash)를 사용하여 선택적인 포커스 기술을 위해 넓은 조리개(Aper

ture)로 작업하는 경우, 슈나이더 LS 렌즈 옵션은 포컬 플레인 셔터의 느린 플래시 싱크 한계를 극복

하게 합니다. 또 다른 강점은 가벼운 셔터날에 의해 낮아진 관성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진동이 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동 문제는 XF 카메라 바디의 진동 방지 모드(Low Vibration mode)를 통하여 LS가 

아닌 렌즈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XF 카메라 시스템 렌즈

Shutter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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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과 캡쳐원 프로 번들

Mac에 설치
캡처원 소프트웨어에는 Mac OS X 10.11.6 (El Capitan), Mac OS 10.12.x (Sierra), 

Mac OS X 10.13.x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줄 편리한 인스톨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제공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하고 캡처원 인스톨러를 

찾습니다. 페이즈원 웹사이트: www.kpyours.com에서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www.kpyours.com

 

2. 캡처원 디스크 이미지를 엽니다.

3. 캡쳐원 아이콘을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폴더로 드래그 합니다.

4. 어플리케이션 폴더에서 캡쳐원을 엽니다.

Capture On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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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 설치
캡처원 소프트웨어에는 Windows 기반 컴퓨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줄 편리한 인스톨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제공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컴퓨터 USB 포트에 연결하고 캡처원 설치파일을 찾습니다.

 

www.kpyours.com

2.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 설치 파일을 구동합니다.

3. 라이선스 계약사항을 읽어보고 확인합니다.

4. 스크린에 나오는 지시사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다

시스템 요구사항(System requirements)
캡처원은 아래 기재된 것과 다른 이전 장비들에서도 구동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최선의 결과물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은 컴퓨터 스펙이 권장됩니다.

Microsoft® Windows® minimum requirements
•  Intel or AMD CPU with 2 cores

•  8 GB of RAM

•  10 GB of free hard disk space 

•  Calibrated color monitor with 1280 x 800, 24-bit resolution at 96 dpi screen 

ruling

•  Windows 7® SP1 64-bit, Windows 8.1® 64-bit, Windows 10® 64-bit*

•  Microsoft® .NET Framework version 4.7 (will be installed if not present) 

*Support for Capture One 11 on Windows 10 is supported for builds supporting .

NET 4.7 - This is currently from Windows 10 Anniversary Update (build 1607) 

through to Fall Creators Edition (build 1709)

Apple® Macintosh® minimum requirements
•  CPU with 2 cores

•  8 GB of RAM 

•  10 GB of free hard disk space

•  Calibrated color monitor with 1280 x 800, 24-bit resolution at 96 dpi

•  OS X 10.11.6, macOS 10.12.6, macOS 10.13*

*Support for macOS 10.13 is supported for builds up to 10.13.1

권장 시스템 요구사항
위의 하드웨어 스펙은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 시스템에서 작업을 하거나 

최적화된 성능을 원한다면, 아래 권장 스펙을 따르십시오.:

•  CPU with four cores or more, e.g. Intel® Core™ i7 or better

•  16 GB of RAM or more

•  Leave plenty of hard disk space free for your images

•  Solid State Disk (SSD)

•  A fast Graphics card from NVIDIA or AMD with 2GB+ RAM (4+ GB for 4k or 

multiple monitors).

NOTE:

윈도우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캡처원은 Microsoft® .NET Framework를 

설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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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원 프로 활성화(Mac / Windows)
캡처원 프로를 활성화하고 업데이트 하기 위하여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1. 캡처원을 실행하고 Pro를 선택한 후, 각 제품 대화박스에서 인증(Activate)을 선택합니다.

2. 제공된 16자리의 라이선스 코드(제품키)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프로파일(Profile)을 생성

합니다.(캡처원 프로 라이선스 코드는 캡처원 패키징 안에 있습니다.)

3. 정보를 입력하고 활성화(Activate…) 버튼을 누르면, 페이즈원 서버가 소프트웨어를 승인할

것입니다.

4. 캡처원이 활성화되고, 사용 준비가 완료됩니다.

캡처원의 마이너 버전 릴리즈 업데이트는 무상입니다. 예를 들어 캡처원 프로 10.0에서 10.1로

의 업데이트는 무료입니다. 메이저 버전 릴리즈의 업그레이드, 예를 들어 캡처원 프로 10에서 

캡처원 프로 11로의 업그레이드에는 요금이 청구됩니다.

캡처원 프로 11 키는 이전 버전들에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캡처원 프로 10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캡처원 프로 11키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subscriptions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캡처원 DB는 페이즈원 백만을 지원하고, 인증키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캡처원 DB 

버전을 선택하면 최신 캡처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원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캡처원 프로 버전을 사용하십시오.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인증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해결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에 제공된 지시사항을 따르거나, 

온라인의 캡처원 헬프 매뉴얼을 읽거나, 우리 웹사이트: http://www.kpyours.com/ 고객지원 / FAQ

을 방문해 주십시오.

 

NOTE:

페이즈원 프로파일(Phase One Profile)은 

라이선스 키의 활성화, 향후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합니다. 페이즈원 

프로파일이 없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새로운 프로파일 ID를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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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촬영(Shooting Tethered)

포토그래퍼들을 위한 프로페셔널 툴로써, IQ 디지털백은 캡처원프로 RAW 작업 솔루션이 구동되는 

Mac 또는 PC와 연결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출, 포커스 확인, 라이브뷰 같은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을 

선택/제어할 수 있도록, 이미지들을 카메라의 CF 카드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백업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
IQ 디지털백은 FireWire 800(IEEE 1394b) 또는 USB3.0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CMOS 센서를 가진 IQ3 100MP 시리즈 디지털백과 5천만 화소 IQ 백만 USB3.0를 사용할 때 

라이브뷰 테더링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지원
캡처원과의 테더 촬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캡처원 헬프 메뉴의 온라인 유저 가이드를 참조하거나 

https://help.phaseone.com/en/CO11/Tethered-Capture.aspx 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 촬영 (FireWire / USB 3.0)
캡처원을 구동하는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해 제공된 FireWire 800이나 USB 3.0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꽂습니다. IQ 디지털백의 포트들은 힌지 커버에 의해 보호됩니다. 연결이 되면, 카메라에 자연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고 설정들은 자동적으로 캡처원과 공유됩니다.

IQ 디지털백의 디스플레이는 연결 촬영을 하는 동안 꺼지거나, 촬영 중에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캡처원 또는 IQ 메뉴의 Camera Settings tool(Digital Back)에서 Auto Preview Mode>

Off/On 선택). 또한 포커스 확인을 위하여 IQ 스크린에서 이미지의 섹션 확대가 가능합니다.

Capture One 테더 사용

NOTES:

IQ 디지털백은 4.5미터까지의 케이블을 말하는 

표준 FireWire와 3미터 까지의 케이블을 말하는 

표준 USB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긴 

케이블들도 가능하지만, 타사의 파워 솔루션이나 

파워 허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은 각 

지역의 로컬 딜러들에게 요청하십시오.

IQ 디지털백은 인터페이스 케이블로 연결된 컴퓨

터의 포트로부터 전원을 끌어와 시스템의 배터리

를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데이터

-버스(data-bus)에 의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특히 IEEE1394 포트와 USB 포트를 

가지는 PC 노트북이 해당됩니다.

IQ 디지털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하여 배터리는

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착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평평한 곳에서 데이터-버스(data-bus)가 

작동한다면 배터리가 충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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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인 자동 저장 설정(Auto Storage setting)에서,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제거하면 IQ 디지털백은 

비연결 모드(Untethered mode)로 돌아갈 것입니다.

IQ 50MP CMOS 디지털백 제품들은 FireWire 800 또는 USB 3.0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SB 3.0 옵션만이 라이브뷰 기능을 지원합니다.

NOTES:

IQ 디지털백은 FireWire 800 아답타로 Apple Thunderbolt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용상 

제한 사항이 있는데,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서포트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phaseone.com/Search/Article.aspx?articleid=1256

IQ 디지털백은 또한 FireWire 400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원 FireWire 800 to 400 케이블 

4.5m(Part no. 50300164)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테더링 시 충전
IQ 디지털백에는 배터리 충전기가 통합되어 있어, 컴퓨터에 연결촬영을 할 때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이 충전 기능은 끌 수도 있고, 느리거나 빠르게(Slow or Fast)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IQ 디지털백 

메뉴에서 IQ 설정(IQ settings)>전원 관리(power Management)>PC에서 충전(Charging from PC) 

선택하면 됩니다. 느리게(Slow) 또는 끔(Off) 설정은 노트북의 배터리 수명을 보호할 때 선택됩니다. 

IQ 디지털백의 전원 관리(Power Management) 설정이 느리게(Slow)나 빠르게(Fast)로 바뀌면, 배터

리들은 USB 또는 Fire Wire 연결을 통해서만 충전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USB 포트는 작업 중이나 스탠바이하고 있는 동안 배터리를 충전할 정도의 충분한 전원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충전 동안 배터리 수명은 연장됩니다. 이것이 현재 USB 2.0과 USB 3.0 

기술의 한계입니다. USB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 백이 꺼진다면, 계속 충전이 될 것입니다. 백이 꺼져 

있을 때, 배터리 충전은 백 뒤쪽에 있는 오렌지 색 LED로 표시됩니다.

캡처원 프로로 이미지 불러오기

IQ 디지털백은 그만의 RAW 파일을 촬영하고, 이를 JPEGs나 TIFFs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캡처원이나 

유사한 소프트웨어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IQ 디지털백은 카메라 내에서 RAW 파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불러오기
캡처원 프로가 구동 중 일 때, 컴퓨터에 장착된 카드 리더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면 이미지 불러오기 

대화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1. 파일(File)로 가서 “이미지 불러오기…(Import Images…)”를 선택하면, 파일을 찾을 수 있는 

대화박스가 열립니다.

2. 위치(Locations) 툴에 있는 “가져오기(Import From)” 폴더, 카드 또는 디스크를 찾습니다.

3. 촬영(Capture) 폴더(불러오기 위치)를 선택하고, 원하는 경우 작업명과 메타정보 (저작권, 캡션)

을 입력합니다.

4. 불려온 파일들을 위한 네이밍 형식을 선택하길 원하면, 네이밍(Naming) 툴의 “형식(Format)”

을 누릅니다.

5. 불러올 모든 이미지 또는 특정 이미지들을 선택합니다.

6. “불러오기(Import)” 또는 “모두 불러오기(Import All)”을 누릅니다.

이미지들이 배경에 들어오는 동안에도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캡쳐원 유저 가이드
캡처원 헬프 메뉴나, http://help.phaseone.com 로 바로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Charge when te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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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IQ3와 IQ2 디지털백에는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고, 페이즈원에서 나온 캡처 파일럿

(Capture Pilot) 앱을 실행하는 애플 iOS 장치(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캡처 파일럿은 사용자가 카메라의 노출 설정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IQ3/IQ2 카메라 

시스템에서 셔터를 원격으로 트리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캡처 파일럿은 이미지 브라우징

(browsing)과 지오태깅(geotagging)을 가능하게 하고, 페이즈원 IQ3 50MP, IQ3 100MP, IQ3 

100MP Achromatic, IQ2 50MP 백에서는 원격 라이브뷰도 지원합니다.

캡처원 프로 관련 옵션으로써, 캡처 파일럿은 연결된(테더링) 카메라의 작동이나 셔터 릴리즈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이 앱은 스튜디오 또는 로케이션 촬영 중 

컴퓨터 스크린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미지들을 보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유용한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RAW 파일은 iOS 장치에 전송/저장되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오리지널 파일들은 셋업 

내용에 따라, 카메라의 CF 카드나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아니면 둘 다에 보관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elp.phaseone.com/CO11/Capture_Pilot.aspx

와이파이 셋업(WiFi Setup)

IQ 디지털백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전, 애플 앱 스토어(Apple App Store)에서 페이즈원 캡처 

파일럿 앱(Phase One Capture Pilot app)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여러분의 iOS 장치에 설치하십시오.

버전 1.10은 iOS 9 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iOS 10 이후 버전이 권장됩니다. 

캡처 파일럿의 원격 카메라 작동 기능인 캡처 리모트(Capture Remote)가 IQ 디지털백과 무선 연결이 

되자마자 자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다른 DSLR 제품의 제어를 위해서는, 캡처 리모트(Capture Remote)의 인앱 구매가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호환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품들에서는, 리모트 콘트롤이 캡처원 프로를 구동하는 

컴퓨터에 연결된 카메라에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WiFi와 Capture Pilot 내장

Download Capture Pilot from Ap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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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연결
IQ3 디지털백을 iOS 장치로 연결하는 2 가지 무선 네트워크 모드가 있습니다. 로케이션에서는, 8m/25ft 

까지의 범위를 위한 ad-hoc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라우터가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infrastructure 모드를 

사용하여 30m/100ft까지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장비의 종류와 신호의 세기에 따라 그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d-hoc 모드에서 iOS 장치를 IQ 디지털백에 바로 연결하기
1. XF/IQ3의 전원을 켜고,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Menu>WiFi>Mode(Off)>Adhoc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이름이 Phase One[시리얼번호]인 이미지 서버가 실행될 것입니다.(이 네트워크 이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을 참조하십시오.)

2. iOS 장치를 사용하여 Settings app>WiFi>Choose a Network…>PhaseOne[시리얼번호]를 

선택합니다.

3.  캡처 파일럿을 실행하고 로컬 서버 리스트에서 IQ 디지털백의 PhaseOne[시리얼번호]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백의 인증코드(핀코드)를 누릅니다.(자세한 사항은 네트워크 

보안 파트 참조)

4.  IQ 디지털백에 연결되면, 카메라의 CF 카드에 저장된 모든 이미지들이 썸네일로 표시됩니다.

5. 스크린 하단 메뉴 바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캡처 파일럿의 카메라 콘트롤 툴인 캡처 

리모트를 엽니다.

6. 무비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리모트 라이브뷰를 실행합니다.(IQ3 50MP, IQ3 100MP, IQ3 

100MP Achromatic, IQ250에서만 가능)

연결문제 해결
일반적으로 Ad-hoc 모드에서 작동을 할 때, iOS 장치의 WiFi 설정은 “Ask to Join Networks’로 

되어야 합니다. IQ3로부터 신호를 놓쳤을 때(예를 들어 전원 차단 등으로), iOS 장치가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변경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OS 장치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연결에 자동으로 합류할 것이고, IQ 디지털백에 전원이 들어와 WiFi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캡처 파일럿을 재연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캡처 파일럿 연결을 다시 설정하려면, iOS 장치의 설정 

앱(Settings app)에서 IQ3 네트워크이름 PhaseOne[시리얼번호]를 다시 선택하고 캡처파일럿을 

열면 됩니다.

IQ 디지털백을 라우터에 연결하기(Infrastructure 모드)
1. IQ3의 WiFi를 켜기 위해, Menu>WiFi>Mode(Off/Adhoc)>On 을 선택합니다. 백이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검색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2. IQ3 스크린의 Menu>WiFi>Select Network 에서 스튜디오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름(SSID)을 

선택합니다.

3. IQ3 터치 스크린에 표시되는 키보드를 사용하여 스튜디오 와이파이 네트워크 패스워드(해당되는 
경우 사용자명)을 입력합니다. 키보드의 녹색 체크마크 버튼을 길게 누르면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를 가지고 무선으로 작업할 때는 
기본 ASCII(예. 기본 영어) 글자만 지원됩니다.)

4. 녹색 체크마크를 누르면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IQ 백 스크린에 진행사항이 표시되고 

연결 상태가 확인됩니다.

 

캡처파일럿을 라우터를 통해 IQ3에 연결하기
1. iOS 장치의 Settings>WiFi>WiFi network name(SSID)에서 스튜디오의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2. 스튜디오 와이파이 네트워크 패스워드(해당되는 경우 사용자명)을 입력합니다.

3. 캡처 파일럿을 실행하고 캡처 파일럿의 로컬 서버에서 PhaseOne[시리얼번호]를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백의 인증 코드(핀코드)를 누릅니다.(자세한 사항은 네트워크 보안 파트 참조)

4. IQ 디지털백에 연결되면, 카메라의 CF 카드에 저장된 모든 이미지들이 썸네일로 표시됩니다.

5. 스크린 하단 메뉴 바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캡처 파일럿의 카메라 콘트롤 툴인 캡처 

리모트를 엽니다. 

6. 무비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리모트 라이브뷰를 실행합니다.(IQ3 50MP, IQ3 100MP, IQ3 

100MP Achromatic, IQ250 에서만 가능)

IQ3이 테더링 되어 있을 때, 캡처 파일럿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각각의 무선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 digital back in Capture Pilot

Choose digital back network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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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3 시리즈 디지털백의 네트워크 설정에는 호스트명(IQ3 이미지 서버 이름) 변경, 핀코드 설정 

또는 특정 네트워크 채널 선택을 위한 옵션이 포함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Menu>WiFi>Mo

de>Off>Settings 를 선택합니다.

 

IQ3의 모든 네트워크 설정과 핀코드를 포함한 WiFi 설정을 리셋하려면, Menu>기본값으로 복원

(Restore to Default)를 선택합니다. 주의사항: 이것은 모든 IQ3 설정들을 팩토리 기본값(Facto

ry Default)으로 리셋할 것입니다.(시간과 날짜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로케이션에서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후 편한 시간에(예를 들어 호텔이나 스튜디

오 돌아왔을 때) 지오태깅(geotagging)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캡처 파

일럿이 지오태깅 기능이 가능한 백그라운드에서 구동되고 백을 자동 싱크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Geotag CF card>On). 그러나 촬영을 하면서 무선으로 정보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Geo

tag captures>On).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IQ 디지털백에서, Menu>WiFi>Settings>Capture Pilot>Capture Pilot Permissions>Geotag CF 

card>On 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캡처 파일럿 앱(iOS 장치의)이 백그라운드에서 작동되

고, 앱의 데이터 로깅(data-logging) 기능이 사용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즉, 상단 우측 코너에 

있는 나침반 바늘 버튼이 오렌지색이 됩니다.)

 

이미지들의 정확한 태그를 위해, 백과 iOS 장치의 시간/날짜가 동조되어 있어야 합니다.

IQ 디지털백을 캡처 파일럿에 무선으로 연결하면(Ad-hoc 또는 infrastructure 모드를 통하여), 

IQ 디지털백의 CF 카드에 있는 파일들과 위치 데이터를 동조할 것입니다. 이미지들을 가진 CF 

카드가 여러 개 있다면, 카드를 IQ 디지털백에 하나씩 차례대로 넣으십시오. 캡처 파일럿이 백과 

동조할 것이고 위치 데이터를 파일들에 자동으로 태그할 것입니다. 백과 앱 모두에 CF 카드의

파일들이 태깅되었다는 것이 표시될 것입니다.

 

촬영을 하면서 iOS 장치에서 나온 위치 데이터를 이미지들에 태그하기 위해 캡처 파일럿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IQ 디지털백에서 Menu>WiFi>Settings>Capture Pilot>Capture Pilot Permissi

ons>Geotag captures>On을 선택합니다. 캡처 파일럿의 데이터 로깅(data-logging) 기능이 

사용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즉, 상단 우측 코너에 있는 나침반 바늘 버튼이 오렌지색이 됩니다.)

 

 

네트워크 보안(Network Security)
대형 스튜디오에는, 캡처원 프로에서 캡처 파일럿 서버를 구동하는 여러 컴퓨터들과 함께 무선

으로 작동하는 여러 대의 페이즈원IQ 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이 게시하는 이미지 

서버들이 범위 내에 있다면, 캡처 파일럿을 구동하는 여러분의 iOS장치는 로컬 서버 리스트에 

각각의 장치들을 표시할 것입니다. IQ 백의 핀 코드나, 캡처원 프로(사용할 수 있는 캡처파일럿 

서버를 가지고 있는)를 구동하는 컴퓨터에 게시되는 이미지 서버를 위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각 

이미지 서버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버에서 유도할 때, 관련 코드 또는 패스워드를 입력

하십시오

캡처 파일럿에서 위치 데이터(Location Data in Capture Pilot)

촬영 후 위치 데이터 싱크하기(Syncing Location data after Capture)

나중에 이미지 태깅하기(Tagging Images Afterwards)

촬영을 하면서 이미지 태깅하기(Tagging images at the time of Capture)

WiFi와 Capture Pilot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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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원과 알파는 궁극의 파인아트 카메라 시스템인 A-series를 제공합니다. 고도로 통합되고 

전문적으로 캘리브레이션된 정밀한 카메라 시스템

IQ3 A-series 카메라 모드(IQ3 A-series Camera Mode)
IQ3 A-series 카메라 시스템은 IQ3 A-series 디지털백, ALPA TC A-series 카메라 바디, 로덴스톡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default) A-series 카메라 모드로 설정되어 있고, 

이 모드는 디지털백의 메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eries 카메라 모드에서, A-series 

카메라 시스템과 함께 구매한 각 렌즈들을 위해 저장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시스템 접근이 

가능합니다.

A-series 카메라 시스템은 다른 테크니컬 카메라 시스템과 동일하게 작업하기 위해, 표준 라텐시

(Normal latency)에서 사용합니다. 제공된 스탠더드 싱크 케이블을 통해 A-series 디지털백과 기계식

 렌즈를 싱크합니다. A-series 카메라 시스템에서는 제로 라텐시 모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테크니컬 

카메라에서 투샷 릴리즈 촬영을 실행하는 방법은 9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팩토리 렌즈 캘리브레이션(Factory Lens Calibration(FLC))
각 A-series 카메라 시스템은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팩토리 렌즈 캘리브레이션(Factory Lens Calibra

tion) 각 A-series 카메라 시스템은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팩토리 렌즈 캘리브레이션(Factory Lens 

Calibration)이 진행됩니다. FLC는 구매 시점에 선택되는 IQ3 A-series 디지털백과 로덴스톡 렌즈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 집니다. 필요한 FLC들은 IQ3 A-series 디지털백에 저장되고, 디지털백의 렌즈 

매뉴에서 렌즈를 변경할 때사용할 수 있습니다. IQ3 A-series 카메라 시스템과 함께 최초 구매한 

렌즈가 아닌 다른 렌즈를 사용한다면, 렌즈 메뉴에서 “Other”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싱크 케이블(Sync Cable)
“ALPA Sync Cord Mark II”는 A-series 카메라 시스템 3곳과 연결됩니다. - 로덴스톡 렌즈의 플래시 

싱크 “ALPA Sync Cord Mark II”는 A-series 카메라 시스템 3곳과 연결됩니다. - 로덴스톡 렌즈의 

플래시 싱크 포트, “ALPA Sync Release Mk II”와 IQ3 A-series 디지털백 왼쪽 8핀 멀티 커넥터 포트

라이브뷰(Live View)

포커싱과 구성, 특히 CMOS 기반 IQ3 A-series 디지털백을 위한 라이브뷰 옵션은 iOS 장비의 캡처 

파일럿 포커싱과 구성, 특히 CMOS 기반 IQ3 A-series 디지털백을 위한 라이브뷰 옵션은 iOS 장비의 

캡처 파일럿 또는 캡처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라이브뷰를 연결하는 방법은:

1. 렌즈의 프리뷰 레버를 사용하여 렌즈 셔터를 엽니다.

2.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상황 메뉴(Contextual Menu) 아이콘을 누릅니다.

3. 라이브뷰 아이콘을 누릅니다.

4. IQ3 A-series 디지털백에서 좌측 상단 키를 누르면 라이브뷰가 종료됩니다. 렌즈 프리뷰 레버를 

사용하여 렌즈 셔터를 닫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캡처 파일러에서 라이브뷰를 실행할 때, 위 1과 4단계는 동일합니다. 다만 2, 3단계는 캡처 파일럿의 

캡처 콘트롤 툴(Capture Control Tool, 62 page)에 있는 라이브뷰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픈 플랫폼 디자인(Open Platform Design)
IQ3 A-series 카메라 시스템은 XF 카메라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디자인됩니다. 

IQ3 A-series 디지털백을 XF 카메라 바디에 장착하고 카메라 모드(Camera Mode)를 표준(Normal)

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스위스의 ALPA 웹사이트: https://www.alpa.ch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series 카메라 시스템

FLC options in the Lens Menu

A-series Camera System

A-series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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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series Camera System embraces the excellence of 

decades-old analog technology and pairs it with 

unmatched digital integration.

Front right hand side

Aperture selector

ALPA Smart Device Holder

Left hand side

Manual Shutter cocker 

Digital Back Sync connection

Digital Back Board Release

Lens Sync connection

ALPA Phase One Sync Cord

Lens Board release

ALPA  Sync Release MKII

ALPA Phase One Sync Cord

Aperture open/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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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과 셔터 릴리즈
Cambo 테크니컬 카메라 솔루션은 코팔 셔터를 특징으로 합니다. 활용 케이스와 사용하는 

디지털백에 따라, 기계식 셔터의 릴리즈 소켓에 꽂을 케이블 릴리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코팔 0 셔터는 1/500~1초 사이의 셔터 속도를 지원합니다. 또한 벌브(Bulb)와 토글(Toggle) 

셔터 기능도 지원합니다. IQ 디지털백에서(해당하는 경우) 전자식 셔터(E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노출 사이에서 기계식 셔터를 젖혀야만 합니다.

Cambo와 IQ 디지털백 솔루션에서 노출 설정, 셔터 릴리즈, 이미지를 캡처하는 작동 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자식 셔터(ES) 

2. 투샷 셔터 릴리즈

3. 제로 라텐시 셔터 릴리즈

각각의 작동 방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차례차례 설명됩니다. 

IQ 디지털백과 
Cambo 테크니컬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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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rture Selector

PC Sync Port

Preview Lever

Shutter Cocking Lever

Shutter Release Lever

Shutter Speed Selector

Focus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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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perture Selector

1. Preview Lever

2. Focusing Ring

전자식셔터(ES) 촬영

해당되는 IQ디지털백에서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 더욱 빠르고 쉬운 셔터 릴리즈를 할 수 있습니다. 

노출 사이에 기계식 셔터를 젖혀야 하는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계식 셔터에 비해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 센서에서 전체 이미지를 읽어 오는데 현저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총 리드아웃 시간은 보통 1분 30초까지 걸리기 때문에, 전자식 셔터는 부분적

인 움직임이 많지 않은(예. 낙엽, 나무, 물결 등) 제품 또는 랜드스케이프 사진에 유용합니다.리드아웃 

타임 때문에, 움직임이 큰 대상물(예. 달리는 자동차, 뛰는 사람)에 사용하면 이미지 왜곡이 발생합니

다. 결과적으로 전자식 셔터는 삼각대 촬영에 가장 적합합니다.  

전자식셔터(ES) 촬영
전자식 셔터는 페이즈원 Break Out Box(제품번호 73130) 같은 리모트 릴리즈로 트리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리모트 릴리즈를 해당 IQ 디지털백의 8핀 멀티 커넥터 포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릴리즈 아답타(제품번호 73174)가 필요합니다. 아답타를 IQ 디지털백 측면에 있는 8핀 멀티 커넥터 

포트에 꽂고, 아답타의 다른 쪽을 페이즈원 Break Out Box에 연결하면 됩니다. 

우선 디지털백에서 전자식 셔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Menu>Camera>Electronic shutter>On 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렌즈에서 프리뷰 레버(1)를 사용하여 셔터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점이 보이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해당 IQ 디지털백의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상황메뉴

(Contextual menu) 아이콘(A)을 탭하고 라이브 뷰 아이

콘(B)를 눌러 라이브뷰를 실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된 카메라 조정(Camera Controls) 스크린에서도 

라이브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Cambo 테크니컬 카메라에서 틸트, 시프트, 스윙의 원

하는 조정값을 만듭니다. 

초점을 조정합니다(2). 피사계 심도를 체크하고 싶다면, 

렌즈에 있는 조리개 선택기(Aperture Selector)(3)로 원하는 작동값까지 조리개를 닫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이브뷰에서 전자식 셔터를 바로 사용하여 촬영을 하거나 원하는 촬영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 

라이브뷰를 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리개 선택기(Aperture Selector)(3)로 렌즈의 조리개를 조정하십시오. 

Enabling Electronic Shutter

Multi-connector port

Cable Release Adaptor

Phase One Break Out Box

A: MenuB: L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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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카메라 제어(Camera Controls)를 

사용하여 셔터속도와 ISO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ES를 탭하면 카메라 제어가 

열립니다. 

셔터 속도나 ISO를 터치하여 원하는 값으로 

변경합니다. 조리개가 렌즈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된 조리개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지의 메타정보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설정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노출 실행을 위해 셔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기록(Recording a Black Frame Calibration)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은 고품질의 이미지를 보장하는 IQ 디지털백의 필수 단계입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은 이미지의 블랙 포인트 근거를 제공하고 IQ 디지털백 다이내믹 

레인지, 컬러 충실도, 이미지 풍성도의 완전한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촬영할 때 RAW 파일로 

통합됩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은 IQ 디지털백의 모든 캡처에 필수요소입니다. 

이 캘리브레이션은 통합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테크니컬 카메라 솔루션에서는 

이 캘리브레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수동으로 관리해야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테크니컬 카메라와 결합하여 전자식 셔터를 사용할 때,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기록은 100% 

자동으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IQ 디지털백이 렌즈로부터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면, IQ는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캡처 동안 셔터를 닫으라는 

표시를 할 것입니다. 렌즈의 프리뷰 레버(Preview Lever)를 가지고 셔터를 닫거나(91 페이지, 그림1), 

렌즈에 렌즈 캡을 씌우면 됩니다.

셔터가 닫히면 IQ 디지털백 프롬프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될 것입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에는 3가지 다른 설정이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 아이콘을 탭하면, 

3가지 옵션들이 돌아가며 선택됩니다. 옵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Normal). IQ3는 필요할 때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셔터 스피드나 

ISO를 변경했을 때, 또는 마지막 캡처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본 

설정(default) 값이고, IQ 디지털백이 아주 깐깐한 허용범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새로운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이 요청될 것입니다. 

• 항상(Always). IQ는 각 캡처 사이에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항상 진행합니다. 이 옵션은 

아이콘에 파란색 점으로 표시됩니다. 이 설정은 이미지 촬영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서 각 캡처 후에 

바로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모든 캡처에 최고의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 중단(Suppress). 노출 변화가 최소이고 이미지 품질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IQ3가 

판단하면, 새로운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캘리브레이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허용범위가 넓어지고 워크플로우 속도가 향상됩니다. 

그러나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옵션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옵션은 아이콘 위에 

빨간색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렌즈의 프리뷰 레버를 사용하여 기계식 셔터를 다시 열거나 

렌즈 캡을 제거해야 합니다. 

같은 노출 값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기본(Normal) 모드가 선택되어 있다면, 각 캡처 후에 새로운 블랙 

프레임 캘리브레이션을 만들라는 표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테크니컬 카메라로 동일한 

대상물을 여러 컷 촬영할 때 전자식 셔터 사용이 가장 편리하게 됩니다. 

Aperture value

Shutter Speed

White Balance

Self Timer Delay

Antiflickering

ISO value

Live View

Shutter Button

Black Frame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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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샷 릴리즈 촬영(Shooting with a two-shot release operation)

IQ 디지털백에서는 두 가지 셔터 대기(Shutter Latency)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표준과 제로 대기

(Normal and Zero latency). 표준 대기로 설정된 IQ 디지털백의 경우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2번 

트리거가 되어야 합니다. IQ 디지털백의 “슬리핑” 아키텍쳐로 인해 센서에 “웨이크업”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대기(Normal latency) 사용의 장점은, 센서가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센서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센서 온도가 높아지면 

원치 않는 노이즈를 야기하고 이미지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특별한 2-샷 싱크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릴리즈에서는 웨이크업 신호와 함께 IQ 

디지털백이 활성화되고 두번째 릴리즈에서 노출이 실행됩니다. 기계식 셔터와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에는 몇몇 자동(automatic) 또는 반자동(semi-automatic) 2-샷 솔루션(웨이크업 케이블이라고도 

불림)이 있습니다. 

웨이크업 케이블(제품번호 50300131)의 한쪽 끝을 렌즈의 기계식 셔터에 있는 플래시 싱크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은 Multi Conn. to Mini Jack Adaptor Cable(제품번호 50300144)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싱크 케이블을 IQ 디지털백의 멀티-커넥터 포트에 연결하면 됩니다. 

IQ 디지털백에서는 셔터 대기(Shutter Latency)가 표준(Normal)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IQ Menu>Camera>Shutter Latency>Normal.

Multi-connector port

PC Sync Port

Multi Conn. to Mini Jack Adaptor Cable
Part number: 50300144

Wake-Up Cable for Phase One Digital Backs
Part number: 50300131

Enabling Normal Shutter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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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샷 릴리즈 사용방법(Using the two-shot release procedure)
렌즈에서 프리뷰 레버(1)를 사용하여 셔터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점이 보이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상황메뉴(Contextual menu) 

아이콘(A)을 탭하고 라이브뷰 아이콘(B)를 눌러 

라이브뷰를 실행합니다. 

Cambo 테크니컬 카메라에서 틸트, 시프트, 스윙의 

원하는 조정값을 만듭니다. 

초점(2)을 조정합니다. 피사계 심도를 체크하고 싶다면, 렌즈에 있는 조리개 선택기(Aperture Selector)

(3)로 원하는 작동값까지 조리개를 닫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지털백에서 라이브뷰를 종료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리개 선택기(Aperture Selector)(3)로 렌즈의 조리개를 조정하십시오. 

셔터 스피드 선택기(Shutter Speed Selector)(4)로 셔터 타임을 조정하십시오. 

ISO 값은 IQ 디지털백의 홈 스크린에서 ISO를 눌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레버(1)를 사용하여 셔터를 닫으십시오. 

그러면 빨간색 점이 사라질 될 것입니다. 

렌즈에서 셔터 젖힘 레버(Shutter Cocking Lever)(5)를 사용하여 기계식 셔터를 장전하십시오. 

웨이크업 케이블의 버튼(6)을 눌러 IQ 디지털백의 센서를 웨이크업한 다음, 셔터 릴리즈 케이블을 

통해 기계식 셔터를 천천히 트리거 하십시오. 

웨이크업 버튼과 셔터 릴리즈를 누르는 시간 간격이 4초를 넘게 되면, 촬영이 중지될 것이고 IQ 

디지털백에는 “2샷 펄스 간의 딜레이가 너무 깁니다. 최대 4초를 넘으면 안됩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샷을 찍을 때마다 셔터 젖힘 레버(Shutter Cocking Lever)(5)를 사용하여 셔터를 재장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왼쪽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자동 2-샷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센서를 먼저 웨이크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 케이블 솔루션이 이 작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 2-샷 솔루션을 

사용하면 위에 설명한 “웨이크업” 단계를 무시해도 됩니다. 

자동 2-샷 솔루션은 디지털백 센서를 자동으로 웨이크업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셔터 릴리즈를 

누르면 시작이 되고, 그런 다음 셔터 릴리즈를 완전히 누르면 이미지가 촬영됩니다. 디지털백이 

센서를 웨이크업할 약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셔터 릴리즈를 천천히 트리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Wake-Up Button on the Wake-Up cable

4. Shutter Speed Selector
3. Aperture Selector

1. Preview Lever
2. Focusing Ring

5. Shutting Cocking Lever

A: MenuB: L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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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대기 셔터 릴리즈(Zero Latency Shutter Release operation)

IQ 디지털백에서는 두 가지 셔터 대기(Shutter Latency)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표준과 제로 대기

(Normal and Zero latency). 제로 대기로 설정된 IQ 디지털백의 경우, 셔터 릴리즈를 누르면 백은 

자동으로 기계식 셔터와 싱크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센서가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표준 대기모드처럼 

센서를 수동으로 웨이크업하는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제로 대기(Normal latency) 모드에서는 센서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이것은 센서의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이미지 품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촬영할 때 그렇습

니다. 그런 이유로, 촬영을 하지 않을 때는 IQ 디지털백을 꺼놓거나 촬영할 때만 제로 대기(Zero Late

ncy)를 활성화하고 “표준(Normal)” 대기 모드로 돌려 놓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렌즈의 기계식 셔터에 있는 PC 싱크 포트 커넥터(PC Sync Port connector)와 IQ 디지털백의 멀티 커

넥터 포트(multi connector port)(제품번호 50300143)를 스탠다드(1-샷) 싱크 케이블로 연결하면 됩

니다. 

IQ Menu>Camera>Shutter Latency>Zero 를 선택하여 제로 대기를 활성화합니다. 이 모드를 비활성

화로 돌리려면 Shutter Latency>Normal 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Multi-connector port

PC Sync Port

Enabling Zero La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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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대기 모드 촬영(Shooting with Zero Latency)
렌즈에서 프리뷰 레버(1)를 사용하여 셔터가 열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점이 보이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후면 터치 스크린에서 상황메뉴(Contextual menu) 

아이콘(A)을 탭하고 라이브뷰 아이콘(B)를 눌러 

라이브뷰를 실행합니다. 

Cambo 테크니컬 카메라에서 틸트, 시프트, 스윙의 원하는 

조정값을 만듭니다. 

초점(2)을 조정합니다. 피사계 심도를 체크하고 싶다면, 렌즈에 있는 조리개 선택기(Aperture Selector)

(3)로 원하는 작동값까지 조리개를 닫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지털백에서 라이브뷰를 종료합니다. 

필요하다면 조리개 선택기(Aperture Selector)(3)으로 렌즈의 조리개를 조정하십시오. 

셔터 스피드 선택기(Shutter Speed Selector)(4)로 셔터 타임을 조정하십시오. 

ISO 값은 IQ 디지털백의 홈 스크린에서 ISO를 눌러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레버(1)를 사용하여 셔터를 닫으십시오. 

그러면 빨간색 점이 사라질 될 것입니다. 

렌즈에서 셔터 젖힘 레버(Shutter Cocking Lever)(5)를 사용하여 기계식 셔터를 장전하십시오. 

촬영을 위해 셔터 릴리즈 케이블을 누르십시오. 

새로운 샷을 찍을 때마다 셔터 젖힘 레버(Shutter Cocking Lever)(5)를 사용하여 셔터를 재장전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 Shutting Cocking Lever

4. Shutter Speed Selector
3. Aperture Selector

1. Preview Lever
2. Focusing Ring

A: MenuB: Liv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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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캐스트 캘리브레이션 사용하기
(Using Lens Cast Calibration)

테크니컬 카메라의 어떤 렌즈들은 IQ 디지털백의 센서 표면에 아주 가까이 위치하는데, 이것은 

이미지 품질에 치명적인 컬러 캐스트와 휘도 균일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틸트와 시프트 

움직임 또한 문제를 야기하거나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캡처원 프로의 LCC(렌즈 캐스트 캘리브레이션) 

툴은 LCC 캡처에서 만들어진 보정(correction)을 분석/적용함으로써 컬러와 휘도 균일성 문제를 수

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LCC툴을 사용하려면 LCC 캡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LCC 캡처는 균일하게 밝은 반투명 카드의 사진으로,

캡처원의 LCC 툴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정확한 LCC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레퍼런스 

캡처는 보정하고 싶은 이미지들과 동일한 렌즈, 조리개 설정, 조명 환경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반투명 

카드로 인한 빛의 손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셔터 스피드를 2 stops까지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카메라의 

틸트와 시프트 조정값들은 최고의 결과물을 위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캡처원에서 LCC 프로파일 생성하기

1. . LCC 레퍼런스 캡처를 만들었다면, 캡처원에서 RAW 파일을 선택하고 LCC 툴로 이동한 뒤 LCC 

생성(Create LCC)를 클릭합니다. 

2. 광각 렌즈와 틸트나 시프트 렌즈 같은 어느 정도의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면, 무브먼트를 가진 

광각렌즈(Wide Angle Lens with Movements)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먼지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맵

(map)을 만들기 위해 먼지 제거 정보 포함(Include Dust Removal Information)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처리시간이 증가될 것입니다. 

3. 생성(Create)를 클릭합니다. 캡처원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분석하고 LCC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4. 작업이 완료되면, 사용된 레퍼런스 이미지는 브라우저에서 LCC로 표시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파일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생성된 LCC 프로파일은 레퍼런스 샷에 자동으로 

적용되어, 성공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했다면 컬러 캐스트, 비네팅, 먼지 점이 

없는 균일한 노출의 그레이 이미지가 보여져야 합니다. LCC의 적절한 어플리케이션을 평가하기 위해 

이미지에 화이트밸런스를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팁: 캘러브레이션을 위한 여러 장의 LCC 레퍼런스 샷이 있는 경우, 그들 모두를 선택한뒤 

생성(Create)를 클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캡처원 프로가 여러 장의 샷을 차례대로 작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LCC 프로파일 효과 조정(Adjusting the LCC profile effect)

LCC 프로파일 적용하기(Applying an LCC profile)
LCC 레퍼런스 샷을 선택하고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선택, 조정(Adjustments) 메뉴로 가서 LCC 

적용(Apply LCC)를 선택함으로써, LCC 프로파일을 이미지에 적용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이미지를 

오른 클릭하고 LCC 적용(Apply LCC)를 선택할 수 도 있습니다. 

LCC 프로파일이 적용되면, LCC 툴을 가지고 이미지에서 그 효과를 미세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먼지가 발견되었다면 먼지제거(Dust Removal) 뿐만 아니라 컬러 캐스트(Color Cast) 옵션을 

가지고 컬러 캐스트 보정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균일한 조명 사용(Enable Uniform Light)과 균일한 

조명(Uniform Light) 슬라이더를 가지고 라이트 감소(Light Falloff)를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수준의 라이트 감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슬라이더를 75%로 약간 낮출수 있습니다. 

Phase One LCC Plate

1 2 3

NOTE :

여러 장의 이미지들을 선택하고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이미지 모두에 동일한 LCC 프로파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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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원 IQ 디지털백은, 페이즈원/마미야 카메라와 핫셀블라드 중형 카메라 바디와의 최적화된 

실행을 위해 특정 마운트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생산됩니다.

기본적인 IQ 디지털백은 페이즈원 XF 또는 페이즈원/마미야 DF+ 카메라 바디와 사용할 수 있는 M 

마운트를 가집니다. 그러나 핫셀브라드 H 또는 V 마운트를 가진 IQ 디지털백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답타를 사용하여 다른 카메라 바디 마운트에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콘탁스 645 바

디를 위한 C 마운트 IQ 디지털 백은 주문할 수 없습니다.

타사 카메라와 IQ 디지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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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야 RZ67 PRO II/D

마미야 RZ67 PRO IID
페이즈원 XF 또는 645DF+와 사용할 수 있는 M 마운트의 IQ 디지털백은 마미야 RZ67 PRO IID 카메

라와 혼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아답타 플레이트(페이즈원 제품번호 70994)가 추가적

으로 필요합니다.

V 마운트의 IQ 디지털백을 마미야 RZ67 PRO IID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백 마운트 플레이트의 

개조가 필요합니다. 마미야 서비스 제품번호: Y22995-RZ에서 개조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마미야 RZ67 PRO II
IQ 디지털백 핫셀블라드 V 마운트 버전은 마미야 RZ67 Pro II 아답타(페이즈원 제품번호 70964)를 

가지고 구형 마미야 RZ Pro II 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M 마운트 IQ 디지털백과는 호환

되지 않습니다.

뷰파인더 마스킹(Viewfinder Masking)
뷰파인더 분리, 포커싱 마스크 제거방법은 마미야 RZ67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오.

1. 마스크에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2. 프리즘 또는 웨이스트레벨 파인더를 분리하고 포커싱 스크린을 제거합니다.

3. 포커싱 스크린을 잡아주는 브라켓에 뷰파인더 마스크를 위치시킵니다.

4. 포커싱 스크린에 이어 뷰파인더를 다시 장착합니다.

마미야 RZ PRO II 모드 선택기
IQ 백과 사용할 때, 릴리즈 버튼의 모드 선택기가 하얀색 점으로 변해야만 합니다. 바디에 장착되어 

있는 IQ 백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RZ 카메라의 내부(백업) 배터리 소진을 막기 위해 선택기를 오렌

지색 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IQ 디지털백 카메라 모드 설정
IQ 디지털백에서 마미야 RZ67 PRO IID 카메라 모드를 선택합니다. – Menu>Camera mode>RZ67PR

OIID. IQ 디지털백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한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전 마미야 

RZ67 PRO II 모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IQ 디지털백 카메라 모드 설정

마미야 RZ Pro II 모드 선택기

뷰파인더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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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블라드 H 시리즈 카메라

핫셀블라드 H 마운트를 가진 페이즈원 IQ 디지털백은 대부분의 초기 핫셀블라드 H 시리즈 카메라(핫

셀블라드 H1과 H2 포함)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 마스킹(Viewfinder Masking)
뷰파인더 분리, 포커싱 마스크 제거방법은 핫셀블라드 H 시리즈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오. 마스킹(ma

sking)은 5천만 또는 4천만 화소 IQ 백에서만 필요합니다.

1. 마스크에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2. 뷰파인더를 분리하고 포커싱 스크린을 제거합니다.

3. 포커싱 스크린을 잡아주는 브라켓에 뷰파인더 마스크를 위치시킵니다.

4. 포커스 스크린에 이어 뷰파인더를 다시 장착합니다.

핫셀블라드 H 시리즈 카메라 디스플레이
핫셀블라드 H 시리즈 그립 스크린에는 몇 가지 페이즈원 IQ 디지털백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IQ 디지털

백의 ISO 설정과 특정 에러메시지(예. “디지털백 저장공간이 꽉 찼습니다.”) 등이 그것입니다.

테더 촬영 시 ISO는 IQ 디지털백이나 캡처원 프로에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핫셀블라드 H 시리즈 카메라의 자동 노출 모드는 IQ 백에서 100% 지원됩니다. 노출 모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련 핫셀블라드 H 시리즈 매뉴얼에서 확인하십시오.

뷰파인더 마스킹

핫셀블라드 H 시리즈 카메라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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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블라드 V 카메라

핫셀블라드 V 마운트를 가진 페이즈원 IQ 디지털백은 대부분의 핫셀블라드 V 카메라(핫셀블라드 555 

ELD, 553 ELX, 501 CM과 503 CW 모델 포함)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 마스킹(Viewfinder Masking)
포커스 스크린을 제거하기 전에 해당 핫셀블라드 카메라 매뉴얼을 확인하십시오.

1. 마스크에서 보호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2. 뷰파인더를 분리하고 포커싱 스크린을 제거합니다.

3. 스크린을 잡아주는 브라켓에 마스크를 위치시킵니다.

4. 포커스 스크린에 이어 뷰파인더를 다시 장착합니다.

세로방향 장착(Vertical Mounting)
핫셀블라드 V에서는, 세로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백을 버티컬로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뷰파인더 마스킹

세로방향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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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 케이블
어떤 종류의 핫셀블라드 V 카메라가 사용되든, IQ 백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프론트 플레

이트의 작은 연결 포트와 렌즈가 싱크케이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터 케이블
ELX 또는 ELM 바디와 사용할 때, 캡처원 프로에서 카메라를 릴리즈 할 수 있도록 모터 케이블

이 V마운트 백과 함께 제공됩니다. 핫셀블라드 555 ELD 바디에서는 모터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래시 리드 연결(Flash Lead Connection)
플래시 케이블은 IQ 디지털백의 플래시 포트 커넥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셔터 대기 설정(Shutter Latency Setting)
IQ 디지털백은 각 카메라 기능들의 최적 실행을 위해 표준대기(Normal latency)와 제로대기

(Zero latency)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러업 기능을 사용하고 있거나 셔터 버튼을 빨리 눌

러야 한다면, 제로대기 설정을 해 주십시오. 표준대기를 사용할 때는 셔터를 너무 빨리 누르면

안됩니다. 903 CW와 905 CW에서는 IQ 백의 셔터대기를 “제로(0)”로 설정해 주십시오.

핫셀블라드 555 ELD
555 ELD의 전면부에 있는 셔터 릴리즈가 DIG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모터 케이블

플래시 리드 연결

셔터 대기 설정

핫셀블라드 555 ELD

DIG

싱크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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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즈원 IQ 디지털백은 해당 바디 마운트나 아답타를 가지고 다양한 테크니컬 카메라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커싱과 구성을 위한 라이브뷰 옵션은 특히 CMOS 기반 IQ 디지털백을 강력한 솔루션으로 

만듭니다.

IQ 디지털백 대기설정과 기계식 셔터
IQ 디지털백에서는 두 가지 셔터 대기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표준과 제로 대기(Normal and Zero lat

ency). 제로 대기로 설정된 IQ 디지털백(IQ menu>Shutter Latency>Zero)에서, 백은 첫 번째 릴리즈

에서 기계식 셔터와 싱크를 할 것입니다. 렌즈의 기계식 셔터에 있는 플래시 싱크 포트와 IQ 디지털백

의 멀티 커넥터 포트 사이에 스탠다드한 (원-샷) 싱크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제로 대기 모드에서는 

백의 전원 관리 기능들이 중단되어 배터리 소모가 많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표준 대기로 설정된 IQ 디지털백의 경우, 배터리 수명은 늘어나지만 테크니컬 카메라의 기계식 셔터가 

4초 안에 2번 릴리즈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한 투샷 싱크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셔터의 첫 

번째 릴리즈는 웨이크업 신호와 함께 IQ 디지털백을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 릴리즈에서 노출을 시작합

니다. 4초의 제한 시간이 초과되면, IQ 디지털백 스크린에 ‘2샷 에러’가 표시되고 ‘삐’ 하고 경고음이 

나옵니다.

기계식 셔터와 사용하기 위해, 타 제조사에서는 몇 몇 자동 또는 반자동 2샷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웨이크업 케이블이라고도 불림)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2-샷 릴리즈 사용법

1. 2-샷 케이블을 IQ 백의 멀티-핀 포트에 꽂고 케이블의 다른 한쪽은 기계식 렌즈의 플래시 싱크 

포트에 연결합니다. 플래시가 필요하다면, 플래시 싱크 리드를 IQ 백에 연결하십시오.

2. IQ 디지털백이 표준 대기(Normal Latency)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필요하다면, 셔터를 닫거나 렌즈를 조르십시오.

4. 셔터 릴리즈 케이블에서 셔터를 천천히 누릅니다. 2-샷 케이블이 IQ 백을 웨이크업하면, 셔터를 

완전히 눌러 촬영을 합니다.

전자식 셔터
몇 몇 판매자는 IQ 백과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렌즈 콘트롤을 생산합니다. – 이에 대한 정보는 딜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즈원 Knowledge base: support.phaseone.com에서 원하는 카메라 이름을 검색하여 자세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습니다.

IQ 디지털백과 테크니컬 카메라 

제로 대기 설정

기본 대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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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청결 유지

XF 카메라 시스템은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페셔널 툴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적당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본격적인 촬영 전에 

테스트 샷을 항상 진행해 주십시오. 

XF 카메라 바디
XF 카메라 바디의 전자 접점부와 백 마운트를 마른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먼지가 없게 유지

해 XF 카메라 바디의 전자 접점부와 백 마운트를 마른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먼지가 없게 

유지해 주십시오. 사용한 천은 렌즈 표면에 다시 사용하면 안됩니다. 카메라가 염분이 있는 바다공기

에 노출되었다면, 물에 적신 뒤 잘 짠 천으로 깨끗이 닦아 주십시오. 

IQ 디지털백의 스크린이나 XF 카메라의 상단 터치 스크린은 극세사 천이나 물에 적신 부드러운 천으

로 닦으시면 됩니다. 스크래치나 자국이 아닌 스크린의 먼지나 지문이 지워질 것입니다. 

경고:  
다른 용액이나 액체로 된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물질들은 LCD 스크린 코팅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접점부를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접점부의 부식과 카메라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렌즈
렌즈 표면에 있는 먼지는 일단 고무식 에어 블로우어로 제거해보십시오. 사진 장비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압축 에어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압축가스는 글래스 표면에 제거하기 어려운 잔여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렌즈 표면에 얼룩이 있을 때는, 렌즈와 함께 제공되는 마른 렌즈 천을 사용하여 닦아 냅니다. 다만 

이물질을 글래스에 문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어 블로우어로 먼저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액체로 된 렌즈 클리너를 렌즈 천에 묻혀 사용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렌즈 표면에 얼룩

을 액체로 된 렌즈 클리너를 렌즈 천에 묻혀 사용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렌즈 표면에 

얼룩을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제거합니다. 렌즈의 뒤쪽 구성요소에 구성요소

에 있는 먼지와 얼룩은 이미지 품질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

어야 합니다. 

렌즈는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렌즈가 물에 젖었을 때에는 천으로 즉시 물기를 닦아내야 합니다. 렌즈

가 염분에 노출되었다면, 천을 물에 적셔서 조심스럽게 렌즈를 닦아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

경고 :  
렌즈의 광학적 부분은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렌즈 티슈나 클리닝 천에 렌즈 클리닝 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화학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장용 티슈 사용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연마성이 있고, 어떤 것에는 

렌즈에 자국을 만들 수 있는 오일과 로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전자 접점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Note :

카메라를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갑자기 가지고 가는 경우, 카메라와 내부 파트에 습기가 찰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렌즈, CF 카드, 배터리를 XF 카메라와 디지털백에서 분리합니다. 

습기가 증발될 때까지 기다린 후 카메라를 다시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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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뷰파인더
뷰파인더의 먼지는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촬영중 신경을 거슬리게 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를 분리하고 고무식 에어 블로우어로 먼지를 먼저 제거하십시오. 그 뒤에도 여전히 이물질이

나 얼룩이 남아 있으면 렌즈 천에 물을 묻혀 닦아냅니다. 디옵터 청소는 고무 아이피스의 양 사이드를 

잡고 위로 밀어 빼낸 뒤 하면 편리합니다. 뷰파인더 하단의 대형 글래스 플레이트 또한 청소를 해 주어

야 합니다. 

포커싱 스크린
포커싱 스크린은 쉽게 손상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포커싱 스크린의 외부 상단에 먼지가 

있다면, 고무식 에어 블로우어로 조심스럽게 제거해 볼 수 있습니다. 불로우어로 제거되지 않는 먼지

라면,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서비스 센터나 로컬 딜러에게 연락하여 클리닝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십시오. 포커싱 스크린 내부에 먼지가 있을 때도 서비스센터나 로컬 딜러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경고 

:

Note:

 사진 장비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압축 에어는 포커싱 스크린 청소에 사용하시면 안되고, 다른 도구나 

손으로 스크린을 만지면 안됩니다. 포커싱 스크린에 생긴 스크래치는 영구적이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뷰파인더에 자국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화학약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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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디지털 백의 센서 클리닝

페이즈원 iQ 디지털백은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항상 센서 보호커버를 씌워놓아야 합니다. 

센서의 IR 필터에 먼지가 쌓일 수 있는데, 제때 클리닝 해주지 않으면 이미지 품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센서를 클리닝할 때는 IQ 디지털백과 함께 제공되는 페이즈원 센서 클리닝 킷을 사용하십시오. 

센서 클리닝 방법 : 
1. 고무식 에어 블로우어로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모래 같이 딱딱한 이물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다음 클리닝 과정에서 IR 필터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도록 합니다. 

2. 센서 클리닝 킷에서 작은 스크래퍼를 찾은 다음, 자신의 센서 너비에 맞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 

한쪽은 42mm 너비, 다른 한쪽은 38mm 너비. 스크래퍼의 가장자리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

합니다. 

3. . 센서 클링닝 킷에서 천을 꺼내, 두 번 접어 스크래퍼를 감쌉니다. 

4. 접힌 천의 가장자리에 센서 클리닝 킷의 클리닝 용액(eclipse fluid)을 2~3방울 떨어뜨립니다. 

5. 한 동작으로 센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방향을 표면을 가볍게 닦습니다. 반대방향으로 다시 센서를 

닦지 않도록 합니다. 

6. 밝은 곳에서 센서가 깨끗해졌는지 검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스크래퍼를 감쌌던 천을 1cm 정도 움

직 이고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천의 같은 부분으로 센서를 2번 닦지 않습니다. 천에 묻어 있던 먼지

가 센서에 다시 묻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신속한 센서 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에어 블로우어나 E-wipe 클리닝 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닝 용액을 떨어뜨리는 과정만 빼고 위에 설명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경고 :  
사진 장비 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압축 에어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압축가스는 글래스 표면에 제거하기 

어려운 잔여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Note

IR 필터(Infrared Reduction Filter)는 센서의 상단에 영구적으로 장착됩니다. 필터는 아래 이유들 때문에 제거될 수 

없습니다. 

1. 포커스 정확도가 IR 필터의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센서 품질을 하락시키는 먼지 없이 필터를 다시 장착하는 것은 특별한 클리닝 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페이즈원 제품 워런티가 무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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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시스템 상태 (XF Camera System Status)

XF 카메라 시스템 상태 확인

상단 터치 스크린에서 배터리 아이콘을 탭하면, XF 카메라 시스템의 모든 파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면 상태 스크린(Status screen)에 녹색 체크

마크가 표시될 것이고, 에러가 있다면 붉은 X가, 어떤 장비(예.뷰파인더)가 빠져 있다면 흰 X가 표시

될 것입니다. 전면 다이얼로 스크롤 다운을 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

XF 카메라 시스템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는 후면 키를 누른 뒤 About 메뉴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셔터 릴리즈 숫자 같은 추가 정보는 전면 다이얼을 스크롤 다운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러 메시지

XF 카메라 시스템에는 발생한 문제에 따라 디지털백 스크린이나 XF 카메라 상단 터치 스크린에 

표시될 에러 메시지의 종합 리스트가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에 따른 에러 메시지들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할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에러 메시지들 중 몇몇은 사용자 설정 변경이나 더 나은 연결을 위한 버티컬 그립 재장착 같은 것을 

유도하는 알림 메시지입니다. 발생한 에러가 심각하다고 인식되면, 서포트팀에 연락을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System Status, screen one

About info, screen one

System Status, screen two

About info, screen two

Error message on XF top screen

Error message on IQ Digital Back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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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XF 카메라 시스템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Feature Update를 설치하려면 페이즈원 웹사이트에서 카메라 패키지 파일(파일 확장명이 .

fwp인파일)을 다운로드하고 CF 카드의 루트 폴더에 복사합니다. 

1. XF 카메라 바디에 IQ 디지털백을 장착합니다. 

2. XF 카메라 바디와 IQ 디지털백에 들어있는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CF 카드를 IQ 디지털백에 넣습니다.  

4. IQ 디지털백 홈스크린에서 Menu > Firmware > Update Firmware를 선택하십시오.  

5. XF 카메라 시스템에서 관련된 모든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  

업데이트를 중간에 중단하지 마십시오. 실수로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업데이트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XF 카메라와 IQ 디지털백에 필요한 펌웨어 파일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확인 과정이 끝나면, 해당하는 관련 펌웨어를 가지는 모든 장비에서 펌웨어가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XF 카메라에서 디지털백을 분리하면, 펌웨어 업데이트는 IQ 디지털백에서만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 버전의 펌웨어를 가진 XF 카메라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능들이 생길 수 

있고,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XF 카메라에 장착된 IQ 디지털백에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Updating Firmware from the IQ Digital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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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싱 스크린 교체 방법

포커싱 스크린 교체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나 페이즈원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RA003841까지의 시리얼 번호를 가진 바디들은 미러박스를 통하여 포커싱 스크린이 교체됩니다. 

반면 2016/11/9 이후 생산된 RA003841 이후 시리얼 번호를 가진 바디들은 XF 카메라 바디 상단에서 

포커싱 스크린을 교체해야 합니다.

XF 카메라 바디 하단에서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 교체를 진행하십시오. 

경고:

경고: 포커싱 스크린 표면이 부드럽고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맨손으로 표면을 만지면 안됩니다. 먼지가 묻었을 때는 블로우어로 불어서 제거합니다. 포커싱 

스크린의 클리닝이 필요하면, 직접 시도하지 말고 가까운 페이즈원 서비스 센터에 보내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미러를 만지지 마십시오. 미러 표면은 쉽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

XF 카메라 바디의 버전에 따라 포커싱 스크린 교체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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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003841까지의 시리얼 번호를 가진 카메라의 포커싱 스크린 교체

경고:

교체를 진행하기 전에 배터리가 100%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러가 내려와 있도록 하기 위해 XF 카메라 시스템에 

계속 전원이 들어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XF 카메라 바디에서 프리즘 뷰파인더이나 웨이스트레벨 뷰파인더를 빼냅니다. 미러박스 안을 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디지털백과 XF 카메라 바디의 전원을 켜면, 미러가 내려갈 것입니다. 렌즈를 빼고, 미러박스를 쉽게 볼 

수 있도록 XF 카메라 바디를 뒤로 기울입니다.

포커싱 스크린 프레임 릴리즈 레버를 찾아, 핀셋으로 여러분이 있는 앞쪽으로 당깁니다. 

프레임이 풀리면, 포커싱 스크린이 미러박스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핀셋으로 스크린 가장자리에 있는 탭을 잡아 프레임에서 포커싱 스크린을 주의해서 뺍니다. 미러박스에

서 포커싱 스크린을 뺄 때, 포커싱 스크린이나 미러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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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포커싱 스크린을 설치할 때, 핀셋으로 스크린의 탭을 집어 프레임에 놓습니다. 제대로 되었다면, 

포커싱 스크린이 프레임에 쉽게 안착되어야 합니다. 스크린의 탭이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지 않다면 포커싱 스크린의 위아래가 바뀐 것입니다.  

핀셋을 사용하여 스크린 프레임을 위로 밉니다. 포커싱 스크린이나 미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프레임을 릴리즈 레버 근처로 밀어 올립니다. 스크린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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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003841 이후 시리얼 번호를 가진 카메라의 포커싱 스크린 교체

XF 카메라 바디에서 디지털백과 렌즈를 뺀 후, 프리즘 뷰파인더나 웨이스트레벨 뷰파인더를 

빼냅니다. 

포커싱 스크린 프레임 릴리즈 레버를 찾아, 핀셋으로 렌즈 마운트 방향으로 눌러주면 포커싱 

스크린과 프레임이 풀립니다. 

포커싱 스크린 프레임이 아래쪽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XF 카메라 바디를 뒤로 천천히 기울입니다.  

포커싱 스크린이 프레임을 따라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기울여줍니다. 그런 다음 바디를 받듯이 

놓습니다. 

핀셋으로 스크린 가장자리에 있는 탭을 잡아 프레임에서 포커싱 스크린을 주의해서 뺍니다. 이 작업 

중 포커싱 스크린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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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포커싱 스크린을 설치할 때, 핀셋으로 스크린의 탭을 집어 프레임의 뒤쪽 끝에 놓습니다. 

스크린의 탭이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왼쪽에 있지 않다면 포커싱 스크린의 위아래가 바뀐 것입니다. 

프레임의 모서리를 핀셋으로 눌러, 스크린 프레임을 밀어 올립니다. 

핀셋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XF 카메라 바디를 똑바로 천천히 세웁니다.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프레임을 스크린 릴리즈 레버 근처로 누릅니다. 스크린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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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More 

페이즈원  XF 카메라 시스템은 고성능 카메라로 다양한 환경에서 프로페셔널한 사용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학적으로 정밀하게 만들어진 기계적 장치이기 때문에 거칠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극단의 기온/습기를 조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카메라를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야 한다면, 배터리를 빼서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누전과 화재 위험 방지)

페이즈원 장비에 손상이 있거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페이즈원코리아(www.phase1.co.kr / 

02-3442-4283)로 연락하십시오.

 하드웨어 또는 캡처원 소프트웨어(라이선스와 활성화 문제 포함)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페이즈원 

코리아(www.phase1.co.kr / 02-3442-4283) 또는 페이즈원 테크니컬 서포트 팀(support.phaseon

e.com)으로 연락하십시오.

등록된  유저가 아니라면, 최신 개발 소식과 펌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지를 받기 위해 페이즈

원 웹사이트(www.phase-one.com)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캡처원을 다운로드 받고 등록

을 했던 분은 이미 유저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즈원 고객 서비스

서비스와 수리

페이즈원 기술 지원

Learning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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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One Information

For various articles on Phase One products, including system and software 

documentation, as well as additional resources such as training and tutorials, 

or the user forum, please consult the online Knowledge Base at 

support.phaseone.com

Warranty and Uptime Guarantee

Phase One camera systems come with either a 1 Year Classic Warranty, or a 5 

Year Warranty and 5 Year Uptime Guarantee. The Warranty options are 

available at the time of purchase.

1 Year Classic Warranty
Items covered by the 1 Year Warranty:

Phase One XF Camera Body, IQ Digital Back, XF viewfinders, Phase One and 

Schneider Kreuznach lenses, when purchased as stand alone items.

Phase One XF IQ1 Camera Systems including:

Phase One IQ1 digital back

Phase One XF Camera Body

XF Prism Viewfinder or XF waist level finder

Phase One or Schneider Kreuznach lenses.

To activate the Phase One warranty, customers are required to register the 

product online at www.phaseone.com/My-Pages , or through the registration 

option when the camera is tethered through Capture One Pro.

General Conditions
Subject to the terms contained here and below, Phase One warranties above 

mentioned products manufactured by Phase One against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1 year or 100,000 captures, whichever comes 

first from the date of purchase, covering parts and labor for repairs. 

This warranty gives you specific legal rights and you may have other rights 

that vary from region to region. You are urged to verify whether any additional 

rights may or may not exist dependent upon your jurisdiction. However, Phase 

One shall not be liable for consequential damages or loss of data. 

During the warranty period, Phase One undertakes at its discretion to repair or 

replace defective items at no charge to the customer, when such defects are 

reported to Phase One within the warranty period, and the defective part(s) 

are returned to Phase One no later than 30 working days after expiry of the 

warranty period. The customer shall cover the cost of transportation to Phase 

One and Phase One shall cover the transportation costs for returning the 

products after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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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ear Warranty
Items covered by the 5 Year Warranty and 5 Year Uptime Guarantee:

Phase One XF IQ3 or XF IQ2 Camera Systems, including:

Phase One IQ3 or IQ2 digital back

Phase One XF Camera Body 

XF Prism Viewfinder or XF waist level finder

An optional number of Phase One or Schneider Kreuznach lenses purchased 

on the same system order. 

To activate the Phase One warranty, customers are required to register the 

product online at www.phaseone.com/My-Pages, or through the registration 

option when the camera is tethered through Capture On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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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nditions

Subject to the terms contained here

and below, Phase One warrants the

mentioned products manufactured

by Phase One against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5 years from the date of

purchase, covering parts and labor for

repairs.

This warranty gives you specific 

legal rights and you may have other 

rights that vary from region to 

region. You are urged to verify 

whether any additional rights may or 

may not exist dependent upon your 

jurisdiction. However, Phase One 

shall not be liable for consequential 

damages or loss of data. During the 

warranty period, Phase One 

undertakes at its discretion to repair 

or replace defective items at no 

charge to the customer, when such 

defects are reported to Phase One 

within the warranty period, and the 

defective part(s) are returned to 

Phase One no later than 30 working 

days after expiry of the warranty 

period. The customer shall cover the 

cost of transportation to Phase One 

and Phase One shall cover the 

transportation costs for returning 

the products after repair. 

The warranty is limited to the repair 

or replacement of the faulty part. 

The warranty does not cover faulty 

items, where the customer or a third 

party has attempted without 

authorization from Phase One to 

make alterations or repairs, or if the 

fault is caused by any other 

circumstances or equipment than 

the Products themselves or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cause of a 

failure is the result of customer 

action or neglect (e.g., dropping or 

other accident), in which case all 

costs will be invoiced to the 

customer. The warranty shall cover 

only such defects that are due to 

faulty materials or workmanship. 

Phase One carries no responsibility 

for any indirect loss, e.g. 

consequential loss; loss of profit; loss 

of data; additional costs etc. as a 

consequence of deficiencies in 

Phase One’s deliveries. 

Phase One shall have no obligation 

to make repairs or replacements 

required through normal wear and 

tear or necessitated in whole or in 

part by catastrophe, fault or 

negligence of the user, improper or 

unauthorized use of or attempt to 

repair the Products by user or 

others, or by causes external to the 

products of part thereof such as, but 

not limited to, power failure or 

unusual environmental conditions. 

Procedure for Warranty Repairs

Upon experiencing a problem with a 

Phase One product, an authorized 

Phase One Dealer must be 

contacted by you to assist you in 

troubleshooting the problem and if 

necessary in obtaining a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RMA) 

number from Phase One. Upon 

receipt by Phase One, Phase One 

reserves the right to determine and 

will determine whether the problem 

lies within the warranty. When you 

deliver the product to the Dealer, 

you must bring the original purchase 

information and serial numbers, 

including a copy of the sales invoice. 

The product must be shipped for the 

attention of the RMA number. 

Shipping costs to Phase One for 

RMA warranty repair are borne by 

you, and any damages in shipping 

will be billed to you. We recommend 

that you obtain insurance to cover 

potential damages during 

transportation. RMA numbers are 

only valid for four (4)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so you 

must ship within that period. If a 

product is returned to Phase One (a) 

without an RMA number from Phase 

One; or (b) beyond the four (4) 

business day period; or (c) without 

proper packaging, Phase One retains 

the right to refuse delivery of such 

return and thereby to void the 

warranty. Thus, we suggest that you 

exercise great care in this process. If 

the product is within warranty, 

shipping costs in connection with 

the shipping of the repaired product 

to you will be borne by Phase One. 

Otherwise shipping costs are borne 

by you. If you are having image 

quality problems, you should always 

enclose image samples so that 

Phase One can determine the reason 

underlying the problem you believe 

you are having. All repairs 

completed within warranty are 

covered by a normal 90-day 

guarantee or the balance of the 

original or extended warranty, 

whichever is longer. Repairs 

completed outside warranty are 

covered by six (6) months warranty 

on the repaired part.

5 Year Uptime Guarantee – General 

Conditions

Using the Uptime Guarantee you 

may request a component loan unit 

be sent to you within 24 hours*. We 

will ship the loan unit to you using 

next business day morning service 

at our expense. 

Phase One allows you one (1) business 

day to verify the operation of the 

loan unit and return the defective 

product to Phase One. 

If the defective product is not 

returned within one (1) business 

day, a penalty fee of USD250 / 

EUR200 per day for using the loan 

unit will be invoiced.

Under the Digital Lifetime Warranty 

and Uptime Guarantee, a Digital 

Back loan unit will be available as 

long as the repair lasts. 

After the repaired product is 

returned to you, the loaned product 

must be returned to Phase One. 

Instructions for shipping the loaned 

product will be included with your 

repaired product. Shipping and 

insurance costs in connection with 

the shipping of the repaired product 

to you will be borne by Phase One. 

Return shipping costs of the loaned 

product are borne by you and must 

be made within 48 hours after 

delivery of the repaired product. 

Failure to return the loaned product 

in a timely manner will result in 

Phase One invoicing for the loaned 

product in accordance with our 

current list price.

*Uptime Guarantee might be 

impractical to achieve due  to 

heavily enforced tax regulations, in 

some countries. Phase One will not 

be liable for carrying out the Uptime 

Guarantee shipments to countries 

where such taxation is enforced. 

Please ask you Phase One 

representatives if you are in doubt.

Coverage of Warranty

This Warranty is the complete and 

exclusive statement of warranty 

coverage, and it supersedes all prior 

oral, written, express or implied 

proposals and communications 

pertaining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LL EXPRESSED OR 

IMPLIED WARRANTIES FOR PHASE 

ONE PRODUCTS INCLUDING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HEREBY WAIVED subject solely to 

the limited warranties indicated in 

this document. No warranties, 

expressed or implied, will apply after 

the warranty period has 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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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s

©2017 Phase One A/S. All rights reserved. Made in Denmark.

User guide version: 1.95

Feature descriptions in this manual are referring to:

XF Camera System Feature Update 4 SR1 and Capture One 11

Colorspace images created in CROMiX ColorThink. 

Photos by: Søren Jonesen (Photo+Co) and Carsten Esbensen 

(Erik Bjørn & Kompagni)

Insert images by Alexander Flemming and Alexia Sinclair. 

On Liability 

The information in this manual is provided “as is”. 

Under no circumstances, including negligence, shall Phase One be liable for any 

incidental, special, direct, indirect or consequential damages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use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guide with or without the 

software and/or hardware described in the guide.

Phase One reserves the right to change this documents information at any time 

without prior notice.

All agreements, oral or written, based upon information within this document 

will be null and void by the replacement or update of this document.

Trademarks and Acknowledgements 

Capture One and Phase One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Phase One A/S in the European Union and/or other countries.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is product includes DNG technology under license by Adobe Systems 

Incorporated. 

The Phase One IQ Digital Back firmware includes: 

Libjpeg: 

========= 

This software is based in part on the work of the Independent JPEG Group. 

zlib: 

====== 

Interface of the ‘zlib’ general purpose compression library 

Copyright (C) 1995-2012 Jean-loup Gailly and Mark Adler 

This software is provided ‘as-is’, without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In no event will the authors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s arising 

from the use of this software.

Permission is granted to anyone to use this software for any purpose, including 

commercial applications, and to alter it and redistribute it freely, subject to the 

following restrictions:

1.  The origin of this software must not be misrepresented; you must not 

claim that you wrote the original software. If you use this software in a 

product, an acknowledgment in the product documentation would be 

appreciated but is not required. 

2.  Altered source versions must be plainly marked as such, and must not be 

misrepresented as being the original software. 

3.  This notice may not be removed or altered from any source distribution. 

Jean-loup Gailly Mark Adler 

jloup@gzip.org madler@alumni.caltech.edu177 

FCC Regulations: 

§ 15.19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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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 15.21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 15.10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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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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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 15.407 (e) 

Operation on the 5.15-5.25 GHz frequency band is restricted to indoor use only. 

The FCC requires indoor use for the 5.15-5.25 GHz band to reduce the potential 

for harmful interference to co-channel Mobile Satellite Systems.

§ 2.1093 

RF Exposure Information (SAR) 

This device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not to exceed the emission limits for 

exposure to radio frequency (RF) energy set by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the U.S. Government. The exposure standard for wireless 

devices employs a unit of measurement known as the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The SAR limit adopted by the FCC is 1.6W/kg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Tests for SAR are conducted using standard operating positions 

accepted by the FCC with the device transmitting at its highest certified power 

level in all tested frequency bands. The FCC has granted an Equipment 

Authorization for this device with all reported SAR levels evaluated as in 

compliance with the FCC.

IQ3 Digital Back FCC ID RYK WUBR507N

XF Camera contains Profoto Air Module FCC ID W4G-RMI 

RF exposure guidelines. 

Although the SAR is determined at the highest certified power level, the actual 

SAR level of the device while operating can be well below the maximum value. 

This is because the device is designed to operate at multiple power levels so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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