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즈 마운트

렌즈를 다른 카메라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은 각 카메라 제조업체에서 특정 카

메라 어댑터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렌즈는 무한대에서 거의 1m에 이르는 
범위의 나선형 초점 마운트가 있습니다. 또한 나선형 렌즈는 플로팅 요소 그룹

의 축 방향 이동을 제어하여 이 범위 내의 모든 렌즈를 지속적이고  최적으로 보

정합니다.

Focus
헬리컬 마운트의 넓은 포커싱 링은 민감하고 정확한 포커싱을 가능하게 하며 

위에서 언급한 플로팅 요소 그룹의 조정을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X-셔터 통합
Phase One X-Shutter의 변형은 HR Digaron-SW float 138mm f/ 

6.5를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셔터는 렌즈와 IQ4를 연결하는 다
중 포트 케이블 솔루션을 통해 IQ4 디지털 백으로 제어됩니다.

이를 통해 IQ4 및 IQ4 연결 응용 프로그램(iOS Cascable 또는 데스크톱

용 Capture One)을 통해 조리개, 셔터 속도 및 셔터 작동을 완벽하게 제

어할 수 있습니다.

Rodenstock HR Digaron-SW float 138mm f/6.5는 무한대에서 최대 1:5 이미

지 배율까지의 넓은 범위를 위한 조정 가능한 테크니컬 카메라를 위한 매우 선명한 
장초점 렌즈입니다.

Float Element

10군 11매의 광학 설계는 단렌즈의 경우 매우 복잡합니다. 회절 한계에 매우 가까운 

가장 높은 분해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큰 디지털 센서의 전체 필드뿐만 아

니라 렌즈 이동 및 기울기를 허용하는 대형 110mm 이미지 서클의 가장자리에서도 

매우 선명합 니다. 포커싱 링의 회전은 플로팅 요소 그룹을 자동으로 제어하므로 전
체 포커싱 범위에서 모든 수차가 최소화됩니다. 극단적인 카메라 무브먼트 (시프트 

및 틸트)에도 이 렌즈는 모서리에 전례 없는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이미지 서클
HR Digaron-SW float 1 38mm f/6.5의 이미지 서클은 전체 이미지 스케일에 걸

쳐 110mm의 일정한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테크니컬 카메라의 경우 가장 

큰 센서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원근 교정을 위한 평행 시프트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Bespoke Photography
X-Shutter Mrk II HR Digaron-SW 138 mm f/6.5

HR Digaron-SW float 138mm f/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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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s Specification Angle of View 112°

Aperture Range f/6.5-f/22

Diaphragm Automatic

Shutter speed 1/1000 – 1s

Focusing System Ultra fine manual focus

Filter 67mm Thread

Dimensions (mm)
Focused to infinity: 187 x 107 x 110

* hen on picture lens mount

Weight (g) 1/1000 – 1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