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한 여행, 사진 촬영에만 전념
XT 카메라는 조작하기 쉬운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간소화된 이미지 캡처를 
강조합니다.

구도, 초점, 촬영 - 간단합니다. 
최초의 XT는 중형 및 대형 광학 장치를 지원하는 완전히 통합된 디지털 필드 카메라입니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직관적인 조작을 위해 셔터 및 조리개 제어가 터치스크린에 통합되어 있
으며, 자동 캡처 모드를 사용하여 직면한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이상적인 노출을 캡처할 준비가 되
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XT는 외부 전원, 액세서리 또는 케이블 없이 셔터 컨트롤을 완벽하게 통합하고 듀얼 액션 셔터 버
튼을 통합하여 현장 카메라의 이상을 디지털 사진 세계로 끌어올렸습니다.

XT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자동 측광
조리개 값, 시간 값 및 프로그램 모드 - 필드 
카메라에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원근 교정
내장된 24mm 수직 및 수평 시프트를 통한  
스티칭 및 원근 보정 기능.

프레임 평균
ND 필터 없이 장노출 미학을 구현하는 자
동화된 도구입니다.

모바일 통합
손쉬운 작동을 위해 카메라와 모바일을 
완벽하게 통합합니다.*

2021년 4월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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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현장 워크플로

이동 중에 방해받지 않는 촬영을 위해 XT 카메라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통합 및 기능을 통해 현장 조건에 원활하게 적응합니다.HR  Digaron-S 23mm f/5.6
23mm의 초광각은 풀 프레임 중형 포맷에 가능한 가장 넓은 렌즈 중 
하나입니다. 단일 캡처에 대해 독특하고 놀라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전원 관리
USB-C로 연결된 보조 배터리를 통해 내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항상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HR Digaron-W 32mm f/4
32mm는 XT의 이동 움직임과 결합된 큰 이미지 서클을 제공하여 대
규모 풍경 이미지를 위한 거의 완벽한 스티칭 기회를 제공합니다.

WiFi
Capture One 또는 모든 장치에 연결된 향후 모바
일 앱을 통해 워크플로, 유연성 및 기능을 확장하
십시오.

IQ 스타일
현장에서 최종 미학을 미리 보기 위해 IQ Styles를 통해 
맞춤형 스타일 설정을 채택하십시오.

ETTR
설정 없이 장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조명으로 완벽하게 노출
된 이미지를 쉽게 캡처하여 장면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HR Digaron-S 40mm f/4 틸트
정밀한 초점면 제어가 가능하고 피사계 심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혁신
적인 틸트 디자인으로 풍경 사진 전용의 필수 광각 렌즈입니다.

HR Digaron-W 50mm f/4
50mm는 왜곡이 거의 없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미묘한 광각과 결합
된 XT의 시프트 기능은 깨끗하고 우아한 원근 교정과 함께 놀라운 결
과를 만들어냅니다.

HR Digaron-W 70mm f/5.6
"정상" 화각에서 70mm는 인간의 시야에 가깝습니다. 컴팩트한 크기
와 큰 이미지 서클은 70mm가 광각 렌즈의 완벽한 동반임을 의미합니
다.

HR Digaron-SW 90mm f/5.6
좁은 화각과 비교적 빠른 조리개로 90mm는 멀리 있는 피사체의 디테
일을 제공합니다. 피사체를 분리하거나 먼 풍경을 최전선으로 가져오
는 기능은 90mm 없이는 할 수 없는 렌즈로 독특하게 자리 매김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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