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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One XT 카메라를 위한 새로운 틸트 렌즈
페이즈원, XT IQ4 카메라용 XT-Rodenstock 40mm 렌즈 발표

X-Shutter는 이제 Rodenstock 138mm 렌즈와 호환됩니다.

iOS 앱용 Cascable의 향후 업그레이드로 모바일 워크플로 향상

코펜하겐, 2022년 7월 13일 ‒ Phase One은 오늘 풍경 사진 전용 XT IQ4 카메라를 위한 고도로 전문화된 
새로운 렌즈 디자인인 XT-Rodenstock HR Digaron-W 4.0/40mm Tilt를 발표했습니다. 
풍경 분야에서 증가된 피사계 심도와 절대적인 선명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또한 초점면을 조정하고 피사계 심도를 제어하며 이미지 전체의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간단하고 독특한 
틸트 디자인을 도입했습니다.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XT-Rodenstock 40mm Tilt 렌즈는 Phase One과 Rodenstock에서 기대되는 
뛰어난 선명도와 탁월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Digitization 포트폴리오 관리 부사장인 Drew Altdoerffer는 
"전문 풍경 사진가를 위한 새로운 필수 렌즈"라고 말합니다.
"우리 XT 렌즈 시리즈에 중요한 추가 기능인 틸트 디자인은 초점면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피사계 심도를 최
대화하고, 탁월한 이미지 품질과 구도 제어를 위해 XT 카메라의 시프트를 보완합니다."

이 최신 렌즈와 이 렌즈가 기존 XT-Rodenstock 렌즈 제품군에 어떻게 적합한 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다
음을 참조하십시오.https://photography.phaseone.com/xt/xt-lenses/

Phase One은 또한 오늘부터 Rodenstock HR Digaron 138mm f/6.5 렌즈에 Phase One X-Shutter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는 Rodenstock의 독특하고 특수화된 이 렌즈는 물리적 셔터와 함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Phase One X-셔터의 통합은 Phase One IQ4 소유자가 IQ4 디지털 백에서 직접 이 렌즈의 셔터 속도와 조
리개를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X-셔터가 장착된 렌즈는 여러 렌즈 공급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Cascable 업데이트로 이동성 간소화
앞으로 몇 주 안에 Cascable AB(iOS 앱)에 대한 업데이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는 IQ4에 특정한 성능 개선 및 향상된 모바일 통합을 제공합니다. 
이미지 품질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더 빠른 라이브 뷰 프레임 속도를 달성하고, Wi-Fi 연결을 개선하고, 
IQ4에 직접 저장된 이미지에 액세스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워크플로가 크게 개선되어 IQ4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고 iOS 장치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이 새로운 스토리지 액세스 기능 프로세스는 페이즈원 IQ4 플랫폼 사용자의 시간과 대역폭을 절약합니다.

https://www.onlinedoctranslator.com/ko/?utm_source=onlinedoctranslator&utm_medium=pdf&utm_campaign=attribution


엠바고 15:00 CEST,
7월 13일 수요일일, 2022년

공급 및 가격
XT ‒ Rodenstock HR Digaron-W 4.0/40mm Tilt 렌즈는 오늘부터 Phase One Partners를 통해 주문
할 수 있으며 예상 배송 시간은 2022년 9월부터입니다.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은 11,990 USD 및 10.999 EUR입니다.
Rodenstock HR Digaron 138mm f/6.5 렌즈용 X-셔터는 현재 전 세계 렌즈 리셀러를 통해 구입할 수 있
습니다.https://photography.phaseone.com/xt/xt-lenses/

iOS용 Cascable 업데이트는 가까운 시일 내에 Apple App Store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인앱 구매는 Phase One IQ4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페이즈원 IQ4 XT 카메라 시스템은 현재 전세계 페이즈원 파트너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Phase One 카메라 시스템은 5년 제한 보증과 함께 판매되며 보증 기간 동안 IQ4 Digital Back의 가
동 시간 보증과 무제한 렌즈 작동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https://photography.phaseone.com/xt/

PHASE ONE에 대하여
페이즈원 A/S는 첨단 이미징 기술 상업 사진, 문화 유산 디지털화, 항공 매핑 및 산업 검사 분야의 선두 제공
업체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뉴욕, 덴버, 쾰른, 텔아비브,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에 지역 사무
소를 두고 있는 Phase One은 고객, 기술 파트너 및 글로벌 유통업체 네트워크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육성합
니다. 특별한 요구 사항을 가진 고객에게 디지털 이미징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열정으로 Phase One은 지속적으로 고객의 기대치를 초과하고 이미징 산업을 발전시
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http://www.phase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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