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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개 

페이즈원 P65+ 디지털카메라백 솔루션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즈원 P+ 시리즈는 제한적인 스튜디오 촬영이나 현장 촬영에 상관없이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디지

털카메라 솔루션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인상, 풍경, 패션, 웨딩, 프로덕트 또는 건축사진 촬영 시, 당신은 당신에게 딱 맞는 페이즈원 디지털 

백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즈원 P+ 시리즈 시스템은 이미지 퀄리티와 워크플로 면에서 절대적인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캡쳐원은 P+ 시리즈의 RAW 파일 처리 소프트웨어로, Mac OS X / Windows 모두 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캡쳐원 온라인 유저가이드는 이 소트프웨어를 위한 일반 매뉴얼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중형 풀 프레임 CCD를 선보이는 P65+는 진정한 혁명으로, 이로써 페이즈원은 디지털 

사진 장비의 선두 주자임을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싸구려 세일 문구가 아니라, 실제 당신은 한 개의 장비에서 두 개의 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P65+는 세계적인 수준의 풀 프레임 6,050만화소와 풀 프레임 1,500만 화소의 디지털 백입니다.  

이 매뉴얼은 P65+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P+ 시리즈는 박스에서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집니다.  

페이즈원은 전문사진작가들에게 항상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새롭고도 혁신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에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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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P65+ 포장 풀기 

제품케이스에는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들어 있습니다.; 콤팩트 플래시 카드(CF 카드), CCD 클리닝 킷, 

디지털 백, 배터리와 충전기. 제품케이스와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구매한 제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

다.; 클래식(기본 구성요소) 또는 밸류 에디드(필요한 모든 것) 

소프트웨어 패키지, 매뉴얼과 LCC 캘리브레이션 킷은 페이즈원 가죽 바인더에 포함되어지고, 다용도 

칸 위에 뚜껑으로써 기능합니다.  

다용도 칸에는 CF 카드 리더, 케이블, 국제표준 전력 아답타가 들어 있습니다. 일상 사용에서 카메라 

바디를 넣기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한다면, 내부의 사각, 원형 폼을 꺼내 다용도 칸의 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고객 필요에 맞춘 시스템 케이스 배열 

“밸류 에디드”용 케이스에서는 모든 폼 삽입물을 꺼낼 수 있고 제공된 칸막이와 양면 벨크로 테이프 

사용을 통하여 당신 자신만의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벨크로 테이프로 제품 케이스 내부의 칸막이를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칸막이가 제공되고, 각 칸막이를 3~4개의 작은 조각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커다란 가위나 칼을 

이용하십시오. 케이스 내부를 더 작은 섹션으로 나누기 위해 이들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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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포장에서 꺼내면, 바로 배터리 충전을 하십시오.  

밸류 에디드 제품 케이스에는 두 개의 7.2볼트 리튬이온 배터리가 충전기안에 장착되어있습니다.  

P back에는 한 번에 한 개의 배터리가 사용되지만 사용 전에 두 개의 배터리를 모두 충전할 것을 권장합니다. 배

터리 충전 중에는 컴퓨터의 IEEE1394/FireWire 포트에 디지털백을 연결시켜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110V~ 250V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력 아답터는 각 국가의 제조별 콘센트 설정에 따라 포함되어 있으므로(제품 케이스의 다용도 칸에 위치) 연결

할 콘센트에 맞는 하나를 선택하여 위에서부터 슬라이딩방식으로 장착시키십시오. 콘센트에 연결하여 밧데리 충

전을 하면 완전 충전까지는 약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이 소요됩니다. 

첫 배터리 충전 후, 배터리들은 한번에 한 개 씩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 구매 

페이즈원 P+백에는 2개의 2500mAh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 구매가 필요하신 경우, 캐논 BP 

915(1500~2500 mAh)를 권장합니다.  

제3자가 제조한 배터리들의 허용범위 차이로 인해, 이들은 디지털 백의 배터리 규격과 맞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배터리 연결 시 과도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릴리즈 버튼을 누를 때, 아무 문제 없이 밀려 들어가야만 

합니다.  

 

     

                    

 

 

경고 

• 충전기는 특정 배터리만을 충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 충전기를 적시거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충전기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의 코드를 콘센트에서 뽑아 주십시오.  

• 정품 메인 아답타 12V DC 또는 car lead만을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 또는 연결판(contact plate) 연결 시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마십시오.  

• 모든 연결 기기는 청결하게 보관하십시오. 

• 어떤 전원 연결 시에도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전원연결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 장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 둔 채 보관하지 마십시오.  



• 과도한 열이나 화기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오.  

• 분리 해체 하거나 대체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먹거나 삼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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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lassic vs. Value Added 

Value Added의 모든 부품들은 예비부품으로써 제공됩니다.: 페이즈원 제품이 아닌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로컬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전문 사진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안전한 상태에서 카메라와 백의 사용기간(업타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 정보는 여러분의 딜러와 상의하십시오. 페이즈원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업타임 솔루션은 백 또는 카메라 구매 후에 따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Classic Value Added 

P 65+ Full-Frame digital back P 65+ Full-Frame digital back 

Kinetic Hard Case Amabilia Hard Case 

1 year warranty 3 year warranty 

Dual Battery Charger Dual Battery Charger 

1 Battery 2 Battery 

Viewfinder Masks? Viewfinder Masks? 

4.5 m FireWire cable 4.5 m FireWire cable 

Multiconnector>minijack adapt. cable 

Multiconnector sync cable 

Sandisk USBII reader 

Sandisk 1GB CFIII card 

Capture One DB software CD Capture One PRO software 

Leather binder protecting: 

PDF on SW CD LCC Calibration kit 

5 pcs QP grey card 

Microfiber cl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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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lassic vs. Value Added warranty 

선적 전에 모든 페이즈원 디지털 백은 철저한 매뉴얼 검사와 검수 절차를 받습니다. 페이즈원의 숙련된 

기술자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 Sensor focus adjustment 

• Luma/Chroma calibration & verification 

• Illumination invariance verification 

• Physical surface inspection 

• Usability testing & capturing of images 

• Visual inspection of images 

• Final test cycle & more... 

 

이러한 철저하고 전문화된 테스트 외에 사용자는 두 가지의 서비스 옵션을 가집니다.  

Service Classic Value Added 



Warranty period 1 years 3 years 

Free repair of 

manufacturing 

defects 

Yes Yes 

Shutter actuations 

covered 

Unlimited Unlimited 

Product defect 

within first month 

Repair New Product 

Free loan unit 

during repair 

No Yes 

Free camera 

platform exhange 

No Yes 

24/7 online support 

forum and access 

to knowledge base 

articles 

Yes Yes 

Guaranteed 

upgrade program 

Yes Yes 

 

안전하고 원활한 제품사용을 위한 사항들은 로컬 딜러에게 문의하시거나 www.phaseone.com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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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65+ 소개 

 

시스템 개요 

페이즈원 P 백은 여러 중형 카메라 제조사별 모델에 장착될 수 있도록 특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 개요 소개에서는 여러 모델 들에 적용되는 일반적 특징들: 예를 들어 유무선 작동 옵션, 미리 보기 기능, 

메뉴시스템 조정(모든 P+ 백에는 설정을 하기 위한 4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등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각 카메라 별로 다른 특징 및 사용방법은 매뉴얼 후반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카메라에 P65+ 백을 장착하는 방법, 공급된 포커싱 마스크 설치 방법, 특정한 케이블 연결 및 기타 고

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이 원하는 시스템 설정을 배우기 위하여 시스템 개요로 돌아가기 전에 카메라 특정 부분을 먼저 살

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http://www.phaseone.com/


 

풀 프레임 

P65+는 풀 645 포맷을 제공하는 첫 번째 디지털 백입니다. 이것은 중형 제품 최초로 당신의 렌즈가 의도된 실제 

초점거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65+를 사용할 때, 당신은 실제 촬영한 이미지를 크랍하기 위한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센서+ 

P65+는 가장 큰 CCD와 RAW 파일을 제공합니다. ; 용량이 큰 RAW 파일은 당신의 카메라 모델에 따라 버퍼를 

비우는데 1초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면, 당신은 더 작은 파일과 짧은 버퍼 시간을 선호할 지도 

모릅니다. 센서+는 동시에 보통 파일의 25% 사이즈의 파일을 만들 것입니다.; CCD는 ISO 200~3200을 제공할 

것입니다.  

Sensor+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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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무선 촬영 실행 

무선 : P65+ 백은 내장된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서 휴대전용으로 작동하여 카메라 백 왼쪽에 위치한 CF 

카드 슬롯에 삽입된 컴팩트 플래시 카드 또는 마이크로 드라이브로 촬영합니다.  

휴대전용장비 사용의 이점은 분명하지만 유선 작동의 이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유선 : 우선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사용자는 배터리 전원이나 저장공간에 대한 걱정 없이 FireWire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FireWire 스펙은 최대 4.5m 케이블이 있고, 더 긴 케이블은 제3자가 제조한 파워 솔루션 또는 FireWire  

허브를 필요로 할지도 모릅니다. P65+는 FireWire 400 스탠더드와 맞고, 당신의 케이블 또는 컴퓨터가  

FireWire 800 스탠더드와 사용해야만 한다면, 킷에 포함되어 있는 아답타를 사용하십시오.  

컴퓨터 연결 촬영 시 사용자는 촬영이미지를 CF카드에 저장하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캡쳐원 어플 

리케이션에 지정된 캡쳐 폴더로 이미지를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P65+ 백의 디스플레이는 컴퓨터 연결촬영 중 꺼지도록 할 수 있고, 무선 촬영 때처럼 촬영 중 이미지

를 실시간 디스플레이 하도록 설정 할 수 있습니다. 

P+ 백에서 FireWire를 뽑으면, P65+ 백은 기본적으로 무선 모드로 설정되어, CF카드나 마이크로 드라

이브로 촬영되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또한 4핀 미니 1394/FireWire 케이블을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전원 없이 촬영하기 위해서는 P65+ 

백에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선택 사항들은 아래와 같이 4개 메뉴버튼을 이용해

서 우선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디스플레이 시간   

- 백라이트가 희미해지기 전 타임(Time before back light is dimmed) 

- ISO 

- 파일 포맷과 화이트 발란스  

페이즈원 캡쳐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컴퓨터 연결 촬영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캡쳐원 헬프 메뉴에 

있는 온라인 유저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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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적 하드웨어 셋업 

 

 



 

 

P65+ 백은 중형 카메라와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P65+ 백은 카메라 바디 또는 렌즈 사이에 케이블 연결 없이 중형 카메라에 장착되어서 사용됩니다. 모

든 타이밍과 커뮤니케이션은 P+ 백과 카메라 바디 사이의 전자적인 인터페이스에서 처리됩니다.   

디지털인터페이스지원이 안 되는 카메라 바디나 대형카메라에서의 플렉스아답터를 이용한 촬영은 P+ 

백 패키지에 내장된 전용 렌즈 싱크 케이블 연결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특정 카메라 바디 사용에 대한 

가이드는 이 매뉴얼 후반부 관련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 백 전원 연결  

P65+를 카메라 바디에 연결하고, 배터리를 내부에 장착하거나 IEEE1394/FireWire 케이블로 PC에 연결하면, 

P65+는 자동적으로 켜질 것입니다.  

P+ 백 디스플레이 아래 “Power” 버튼을 눌러 백을 온/오프할 수 있습니다.  

ISO 세팅 

P65+의 감광도는 ISO 50-800 까지의 디폴트 설정에 따르지만, 이 설정은 메뉴 시스템(무선 촬영 시) 또는 캡쳐

원 어플리케이션의 캡쳐 패널(유선 촬영 시)을 사용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작동하는 센서+에 따른 ISO 범위는 

200 ~ 32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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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management and shutter latency 

P65+ 백의 CCD는 지속적으로 노출 전에 이전 데이터를 제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간의 전력 

소모가 필요합니다. 디폴트는 Normal Latency이고, 모든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는 Normal latency가 유지되어져야

만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테크니컬 카메라, 대형 카메라 또는 특정 매뉴얼 카메라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할 

때만 “zero latency”로 latency를 변경합니다.(어떤 latency 설정이 선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신 

카메라 바디의 특징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노출 방지 

P65+ 백이 페이즈원 645AF, 마미야 645 AFD/AFD II/AFD III, 핫셀블라드 555 ELD(DIG 모드), 핫셀블라드 H 또

는 콘탁스 645 등에서 사용될 때, 연속으로 빠르게 이미지를 촬영하다 잘못되어 이미지에 이중 노출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디와의 전자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샷의 릴리즈가 가능하기 전에 P65+ 백이 준비되는 것을 

확실히 합니다. P65+의 전자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카메라 바디에서는, 사용자가 다음 샷의 릴리

즈 전에 준비가 되었다는 삐 소리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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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등 

카메라전원이 켜지면 디스플레이 오른편에 위치한 Green/Red LED가 짧게 깜박거리고 준비상태를 알리는 신호음

이 들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에 LED들이 꺼져있으면 카메라 작동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Green LED 

이미지를 촬영할 때 Green 라이트가 빠르게 깜박거리는 것은 P+ 백이 CCD를 노출시키거나 CCD로부

터 데이터를 옮기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LCD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가 흐려지더라도 Green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으면 카메라는 여전히 촬영 

대기 상태입니다. LCD 백라이트가 희미해지는 타이밍은 P+ 백에서 설정될 수 있고, 후반부의  “메뉴모

드” 에서 설명 됩니다.   

 



Red LED 

Red LED는 P+ 백이 저장 미디어에 기록 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red LED 표시자는 왼편 덮개 하단 CF 카드 슬롯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주의사항! ref LED가 켜져 있을 때 카드 슬롯에서 카드를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카드 포맷팅을 

손상시켜 데이터 손상이나 이미지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CCD의 IR 필터 

IR 필터(적외선 축소 필터)는 CCD 맨 위에 영구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필터가 제거되어 질 경우,  

. P+ 백의 포커싱이 손상될 것입니다.  

. 스페셜 클린 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면, CCD와 필터 사이에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만 필터를 재 장

착할 수 있습니다.  

. 페이즈원 상품 보증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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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센서+의 상세설명 

센서+는 페이즈원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로써 이를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의 백을 2개의 디지털 

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설정은 6,050만화소로 각 픽셀의 사이즈는 6x6 마이크론입니다. – 센서+를 선택하면, 당신의 

P65+는 1,500만화소가 되고, 각 픽셀의 사이즈는 12x12 마이크론이 됩니다.  

6,050만 화소는 대부분의 작업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빠른 워크플로를 원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디지털 백을 가져오는 대신에 메뉴>캡쳐 셋업>센서+를 통하여 

센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닝(Binning)은 무엇인가? 

비닝은 센서+의 핵심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소프트웨어/펌웨어의 부분으로써가 아니라, CCD의 픽셀들

을 조합합니다. 이 기술을 통하여 CCD 감도가 현저히 증가된 풀프레임 1,500만화소 백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닝은 기본 설정된 해상도의 25%에서 촬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퀄리티는 이런 특정 타입의 

파일에서 작업하기 위해 마련된 소프트웨어인 캡쳐원 4.X 프로에서의 처리 후에 여전히 최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센서+를 사용해야 하는가? 

센서+ 파일은 사이즈가 작고 워크플로가 빠를 뿐만 아니라 높은 감도를 제공합니다. ISO의 기본설정 

값은 50-800으로부터 센서+에서는 200-3200 ISO로 바뀝니다.   

다른 디지털 촬영에서 볼 수 있는 노이즈는 센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CCD의 싱글셀에서  

노이즈의 원인들은 항상 적은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노이즈가 낮게 유지 되는 동안 더 높은 ISO의 가

능성을 제공하면서 비닝 후의 노이즈율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The Noise you will find in any digital capture is also affected by Sensor+, Noise origins in the single 

cell of the CCD, there will always be a small uncertainty of the value in the single cell, after binning 

the noise ratio will be significant lower, providing the possibility of higher ISO whilst the noise is kept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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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빠른 시작 

이 부분은 시작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2. 필요한 경우 포커싱 스크린을 설치하십시오.  

3. 사용자의 이용 시스템에 맞게 특정 케이블 연결을 위해서 카메라 모델 별 설명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4. 전원공급을 위하여 배터리를 삽입하거나 IEEE 1394/FireWire를 연결하십시오. 랩탑에 연결촬영을 

하는 경우, 그것은 10w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메뉴에서 배터리 파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5. CF 카드를 삽입하거나 IEEE1394/FireWire를(직접적인 컴퓨터 연결촬영) 연결하십시오. 

6. 연결 촬영이라면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십시오.  

7. 반면 CF 카드로 이미지를 촬영한다면, 캡쳐원 어플리케이션과 카드리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들을 불

러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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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ime & Date 설정 

카메라 백의 날짜와 시간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페이즈원 생산 시설의 중앙표준시(GMT+1)로 

설정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꺼져 있다가 켜게 되면, 디지털 백은 자동적으로 당신에게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Menu>Configuration>Time and Date에서 P+의 네 개 버튼을 이용하여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들로 시, 분, 초 필드를 옮겨 갈 수 있고, 오른쪽 위아래 버튼들로 각 필드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시간과 날짜는 P+ 백으로 촬영된 모든 파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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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CF 카드 사용 



CF 카드, 카드 리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작업할 때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즈원은 사용자가 내장된 1개의 카드를 포함한 모든 새로운 CF 카드를 테스트를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봉 후 

바로 테스트를 하여 캡쳐 파일들이 카드에 올바르게 저장되는지 컴퓨터에 제대로 접근되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촬영 장소 또는 작업을 끝낸 후의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CF 카드는 외부의 공급업체에서  

제조되고, 페이즈원은 파손된 카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CF 카드 삽입 / 빼기 

컴팩트 플레쉬 카드 또는 마이크로 드라이브는 P+ 백 왼쪽 커버 하단에 위치된 숨겨진 슬롯에 삽입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뒤쪽에 브랜드 라벨이 보이도록 CF 카드를 슬롯에 넣습니다.  

카드가 완전히 들어가 돌출된 부분이 없을 때 커버가 닫혀집니다.  

삽입된 카드를 본체에서 꺼내는 방법은 카드 삽입구 바로 위에 있는 작은 버튼을 누르면 버튼 핀이 조금 튀어 나 

옵니다. 이 핀을 다시 누르면 카드가 본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마이크로 드라이브의 속도와 용량이 오 

늘날 표준 CF 카드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P65+ 사용 시에는 마이크로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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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 Storage System(3S) – 안전한 저장 시스템 

페이즈원의 Secure Storage System(3S)은 업계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안전한 메모리 카드를 제공합니다. 

페이즈원 P+ 백에서 메모리 카드로 작업할 때, 당신은 데이터가 안전한지 항상 확신할 수 있습니다.  

 

3S 기술은 카드가 P+ 백에 삽입될 때마다 카드 파일 구조를 자동으로 체크 합니다.  

디스크 체크 기능이 카드에서 에러를 발견하면, 이들이 수정되거나 카드가 포맷될 때까지 카드의 사용이 금지됩

니다.   

Secure Storage System을 위한 장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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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메모리 카드 포맷 

대개, 모든 CF 카드 또는 마이크로 드라이브는 P+백에서 사용되도록 사전 포맷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의 완벽한 실행을 확신하기 위하여, 항상 P+백에서 카드를 포맷하는 것이 최선의 준비라고 

여겨집니다.  

P+백에서 메모리카드를 포맷하는 방법은 이 매뉴얼 9.3 장의 “포맷 디스크”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메모리카드는 그 사이즈에 따라 FAT16 또는 FAT32에서 포맷되고, P+백에서 포맷 시 디스크의 클러스터 

사이즈는 최상의 실행을 위해 조정됩니다.  

또한 Mac이나 Windows에서 카드를 포맷할 수 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AT16은 2GB까지만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P+백이 카드에 기록 중일 때(Red LED 점등 상태) 본체에서 카드를 꺼내면, 아직 카드에 기록되지 않은 

이미지가 손상/손실될 것입니다. 또한 P+백이 기록작업 중일 때 배터리를 빼는 것은 미처 메모리 

카드에 기록되지 못한 데이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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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용 지침 

특히, 마이크로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사용자는 바닥 또는 테이블에라도 드라이브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콤팩트 플래시 카드는 마이크로 드라이브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습기나 먼지에 주의해야 하고, 구부려서는 안됩니다. 카드의 보관을 위해 공급된 Jewel Box를 

사용하십시오.  

카드리더에서 카드나 마이크로 드라이브 사용 

Mac 또는 PC에서 카드리더에 카드를 삽입할 때, 카드는 컴퓨터에 삭제 가능한 드라이브로서 장착될 

것입니다.  

Windows XP와 Mac OS X는 CF 카드용 드라이버가 요구됩니다.  

페이즈원 캡쳐원으로 파일들을 어떻게 불러들여오는가에 대한 정보는 도움 메뉴에 있는 

“캡쳐원헬프”의  

온라인 유저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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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Windows XP and Windows Vista에서의 장착과 분리: 

시스템 혼선이나, 최악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CF카드의 이미지 삭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순서(“My Computer” 아이콘을 정확하게 클릭하고 “Eject” 옵션을 선택)에 따라 안전하게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맥에서, 카드는 카드를 휴지통으로 드래그하거나 “파일”메뉴에서 eject(명령어-e)를 선택 또는 캡쳐원 

소프트웨어 내부 캡쳐 판넬의 ejecting을 실행하여 꺼내야만 합니다.  

CF 카드를 바로 꺼냈다가 다시 삽입하는 것은 시스템에 혼선을 줄 수 있고, 읽기/쓰기가 콘트롤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발생 시, 보통은 컴퓨터의 재부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F 카드 또는 마이크로 드라이브 준비 

대부분의 CF 카드나 마이크로 드라이브는 P65+에서 사용되도록 사전 포맷되어 있습니다.  

P 65+ 백은 FAT 16 이나 FAT 32에서 포맷된 CF 카드를 지원합니다.  

CF 카드가 P65+백에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카드에서의 잘못된 파일 시스템 포맷 

때문일 것입니다.  

Mac HFS, UNIX 또는 NTFS 파일 시스템은 P65+백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이런 파일 시스템을 가진 

카드는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포맷 시스템이 CF 카드에서 사용되어졌다면, 카드는 컴퓨터(Mac OS X 또는 Windows)를 

사용하여 FAT 16이나 FAT 32에서 다시 포맷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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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Mac OS X 컴퓨터 포맷 

Mac OS X에서의 포맷은 찾기에서 바로 할 수는 없지만 Applications > Utilities폴더 안에 있는 Disk 

Utility에서 쉽게 포맷할 수 있습니다.  

Disk utility를 열고 디스크를 선택하십시오.(단지 한 구획만이 아닌 전체 디스크를 의미합니다.) 위에 

보이는 지우기 판넬을 선택하고 MS-DOS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디스크에 이름을 붙이고, 

지우기를 클릭하여 P+ 백과 사용하기 위한 전체 디스크 삭제와 포맷을 진행하십시오.   

미디어의 완전한 포맷을 확실히 하기 위해 포맷 대화창에서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6.4 Windows 컴퓨터 포맷 

카드 리더에 CF 카드를 넣고 “내 컴퓨터” 또는 Explorer에 드라이브가 탑재되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드라이브에서 오른 클릭을 하고 팝업메뉴에서 “포맷”을 선택합니다.  

“파일 시스템” 팝업메뉴에서 FAT32 또는FAT16을 선택하십시오.  

카드에 이름을 지정하고, “Start”를 클릭하여 카드를 포맷하십시오.  

미디어의 완전한 포맷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퀵포맷 옵션은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6.5 iPhoto 자동시작 장애(Mac OS X) 

iPhoto 자동시작은 Mac 시스템 프리퍼런스에서 활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D’s & DVD’s”를 선택하고 “Picture CD” 설정을 “Ignore”로 바꾸거나, 사용하고 있는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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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메뉴 시스템 살펴보기 

P65+를 켜면 스크린은 언제나 초기화 상태 또는 “메인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백의 상단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현재 어떤 메뉴 시스템에 있든지 메인 스크린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맨 위쪽에는 CF 카드 또는 선택된 하드 드라이브에 남겨진 캡쳐수를 알려주는 표시가 

있고, 배터리 잔량이나 FireWire 아이콘(FireWire 연결 시)을 보여주는 전원 표시는 메인스크린 하단에 

표시됩니다.  

각 잔량이 제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이미지 캡쳐는 불가능하며,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시자가 깜박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메인 스크린은 또한 현재 설정된 ISO, 화이트 밸런스 설정 및 선택된 IIQ Raw 파일형식을 보여줍니다.  

센서+ 기술 선택 시, 파일형식 표시자 우측에 S+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26page 

 

7.1 메뉴 버튼 

페이즈원 P65+는 디스플레이 메뉴시스템 조절을 위한 4개의 메뉴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P65+가 초기상태이거나 메뉴시스템 초기화 단계(메인스크린)일 때, 4개의 버튼은 각기 다른 기능들로 



바로 연결됩니다.(플레이, 메뉴, ISO, WB) 

메뉴시스템 안의 화살표는 4개 버튼의 기능을 표시하며, 좌측 2개 버튼은 선택된 메뉴에 들어가기/ 

나오기를 위해 사용됩니다. 우측 2개 버튼은 메뉴시스템의 상하 이동을 지원합니다.  

홈 위치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우측 버튼으로 상하이동 하면서 

다른 이미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스크롤을 상하로 이동하면서(우측 버튼) 설정하고자 하는 메뉴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옵션이 하이라이트 되면 “Enter” 버튼을 눌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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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바로가기 

홈 바로가기  

몇 초간 “Exi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 위치 또는 메인 스크린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FireWire 케이블이 연결되면 P65+백이 FireWire에서 동력을 얻게 되고, 이것은 메인 메뉴 하단에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캡쳐원이 컴퓨터에서 실행되면, 이것은 케이블 아이콘 위치에 FireWire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P65+백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인 배터리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배터리 파워는 “Menu > Configuration > Power Source” 메뉴에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Force battery power is invoked from the “Menu > Configuration > Power Source” menu.) 

 

 

버튼 잠금 바로가기 

홈 위치에서 “Play” 글씨가 노란색일 때 “Play” 버튼을 누르면, WB가 있던 자리에 “Lock” 글씨의 

바로가기가 즉시 나타납니다.  

“Play”를 누른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두 번 누르면 4개 메뉴버튼은 잠금 기능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카메라와 이동하거나 촬영하는 동안, 의도하지 않은 버튼의 작동을 피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버튼 잠금을 해지하려면, “Play” 버튼을 다시 누르고 “Lock” 버튼을 두번 누릅니다.  

버튼에 잠금기능이 설정 되어 있으면, 키 아이콘이 “WB” 아래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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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식 바로가기 

메뉴 버튼을 누르면, ISO 버튼이 파일선택메뉴 바로가기로 바뀌고, 메인 스크린 중앙에 파일 형식이 

표시됩니다. 당신은 IIQ S와 IIQ 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센서+ 바로가기 

메뉴 버튼을 누르면, WB 버튼이 센서+ 메뉴 바로가기로 바뀝니다. 센서+를 선택하면, [IIQ L, S+]처럼 

파일형식 뒤에 S+가 표시됩니다. 

 

7.3 표시기 

장시간 노출 표시기(Long exposure time indicator) 

2초 이상의 노출을 카메라에 설정할 경우, 노출시간 표시기가 디스플레이 상단에 나타납니다.  

셔터가 오픈 되어 있는 동안, 표시기는 계속 시간(초)을 계산할 것입니다.  

이 표시기는 장시간 벌브 노출의 시간 조절을 위해 매우 유용합니다.  

P65+이 권장하는 최대 노출 시간은 1분입니다.  

 

장시간 노출 블랙 레퍼런스(Long exposure black reference) 

노이즈 없이 장시간 노출촬영을 하기 위해, 페이즈원 디지털백은 각 촬영 후에 블랙 레퍼런스를 

캡처해야 합니다. 이 블랙 레퍼런스는 노출시간 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블랙 레퍼런스 촬영은 야간 기호와 블랙 레퍼런스 캡처를 완료하기 위해 남겨진 시간의 카운팅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실행됩니다.   

In order to capture noise free long exposures Phase One digital backs needs to capture a black 

reference after each capture. This black reference requires the same amount of time as the exposure 

itself. 

While the black reference is being captured this is indicated with a night symbol and a counter 

counting down the time left for black reference capture to complete. 

This is done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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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표시기 

전원 표시기는 메인 메뉴 하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배터리 사용시, 그 잔량을 나타내는 배터리 아이콘이 표기됩니다.  

FireWire: FireWire 케이블을 백과 연결할 때, FireWire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표시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P65+가 케이블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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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재생(Play) 모드 

“재생(Play) 모드”는 이미지를 다시 보고, 줌,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메인 스크린”에서 “재생모드”로 들어가기 위하여 P65+백의 좌측 상단버튼을 누릅니다.  

재생모드에서는 스크린 상단에 메뉴 바가 나타날 것입니다. 메뉴 바의 우측은 현재 이미지 번호와 

미디어에 캡쳐된 이미지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온 예는 총 18개 이미지 중 12번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65+ 백의 우측 상하 버튼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넘겨볼 수 있습니다.  

상하 아이콘을 누른 채로 “Enter” 버튼을 누르면 그에 맞춰 맨 처음이나 마지막 이미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뉴 바는 또한 배터리 잔량과 하드 드라이브 또는 CF 카드에서 가능한 캡쳐의 수를 보여줍니다.   

P65+ 백의 재생버튼(좌측 상단 버튼)을 눌러 메뉴 바에서 사용가능한 옵션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다시보기(Review), 줌(Zoom), 비율(Rate) 및 삭제(Delete) 순입니다.  

P65+ 백의 “Enter” 버튼(좌측 하단 버튼)을 누르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로방향으로 이미지가 촬영된다면, LCD 디스플레이에 보여지는 캡처는 자동적으로 회전될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전체보기 하려면 디지털백을 돌리십시오. 이미지가 자동적으로 회전될 것입니다.   



(If the image was shot vertical the capture showed on the LCD display will be automatically rotated. 

To view such an image in full view rotate the digital back and the image will be automatically ro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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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모드(View modes) 

재생모드에는 4가지 보기(view) 또는 다시보기(review) 모드가 있습니다.; 일반 이미지 

디스플레이(Normal image display), 노출 경고 오버레이(Exposure warning overlay), 히스토그램 

오버레이(Histogram overlay) 또는 파일 인포 오버레이(File Info overlay)가 그것입니다.  

재생모드에 들어가, “Enter” 버튼을 눌러 원하는 보기 모드로 이동하십시오.  

노출 경고 오버레이는(Exposure warning overlay)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형광색으로 표시하여 노출이 

심한 부분을 경고해 줍니다. 

히스토그램 오버레이는(Histogram overlay)는 이미지 위에 투명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줍니다.  

파일 인포 오버레이는(File Info overlay) 캡처 번호, 캡쳐 시간, 날짜, ISO, WB, 파일형식, 셔터 스피드 

등의 상세한 이미지 정보를 보여줍니다.  

재생모드에서 설정된 보기모드는 사진 촬영 시 이미지를 다시 볼 때 사용되는 설정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생모드에서 이미지를 히스토그램과 함께 보여주도록 설정하면, 메인스크린으로 빠져 나온 

후에 찍는 모든 캡쳐들은 이미지 위에 히스토그램을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도의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그리드를 사용하십시오. 특히 대형, 테크니컬 카메라 또는 건축사진 작업을 

하는 사진작가들은 캡처의 라인들을 조정을 위해 그리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드 설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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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확대(Zoom) 

재생모드로 들어온 후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안경모양의 아이콘으로 이동하게 되고, “Enter” 버튼을 

눌러 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Enter” 버튼으로 이미지를 확대(Zoom)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확대에는 일반(Normal), 1, 2, 3의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2,3 단계로 확대할 때 좌측 하단 코너의 삽입창은 이미지 주변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작은 사각형은 현재의 위치를 보여주고 위/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스크롤업/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재생버튼(좌측상단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아이콘은 스크롤의 방향을 상하 또는 좌우로 나타내줍니다.  

위/아래 버튼(좌측)을 사용할 때, 재생버튼을 한번 누르면 좌우 방향 스크롤이 상하 방향으로 바뀝니다.  

확.대 기능에서 빠져 나가려면, “Enter”키를 사용하여 팬 뷰(pan view)에 있는 안경모양의 아이콘으로 

이동한 후 재생버튼을 눌러 메뉴바의 다음 아이콘을 이동하거나, “Exit”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확대(Zoom)에서 이미지 찾기 

확대 툴(확대 1,2,3)에서, “Enter”키를 누르면 두 개의 위/아래 표시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확대 

기능에서 빠져 나오지 않고도 위/아래 버튼을 눌러 이미지들을 둘러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Enter”-“Up” 또는 “Enter”-“Down”을 눌러 연속적인 여러 이미지들을 정확하게 동일한 포커스 

포인트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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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우선순위(Rating) 

이미지를 보는 동안 우선순위를 매기고 싶으면, 우선순위(Rating)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측 



버튼들을 가지고 앞뒤 사진들을 살펴보면서 “Exit” 버튼으로 0-5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F 카드로 촬영하고 매겨진 이미지들의 우선순위는 raw 파일을 불러들일 때 캡쳐원에서 인식될 

것입니다.  

If you want to rate while viewing, select the Rating feature, now the Exit button will provide rating, 0-5, 

whilst the right buttons still allows you to browse forward and backward in your captures.  

When shooting to a CF card and rating the images, the ratings will be recognized by in Capture One 

upon import of the rawfiles.  

8.3 삭제(Delete) 

재생버튼을 눌러 삭제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삭제 보기 상태에서 위/아래 버튼을 눌러 이미지들을 넘겨 볼 수 있습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또는 가 불려옵니다. “Enter”를 다시 한번 누르면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Exit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취소됩니다.  

만약 “재생설정(Play Setup)”에서 “삭제확인(Confirm Delete)”이 “Off”로 설정되어 있다면, 와  

의 확인과정이 생략되고 이미지는 삭제 메뉴에서 “Enter”를 누르는 즉시 삭제됩니다.  

8.4 재생모드에서 나가기(Exit the Play mode) 

언제라도 2초 이상 재생버튼을 누르면 재생 설정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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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메뉴 모드(Menu mode) 

좌측 하단 버튼을 누르면 “메뉴 모드”에서 P+ 백이 설정됩니다.  

메뉴 모드에서 사용자는 P+ 백의 프리퍼런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메뉴들은 P+ 백의 Enter, Exit, Up, Down 표시를 따라 관련 버튼을 눌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인 스크린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2초 이상 Exit 버튼(좌측 상단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메뉴 모드에는 세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캡처 설정(Capture Setup), 재생 설정(Play Setup) 및 

구성(configuration) 

9.1 촬영 설정(Capture Setup) 

촬영 설정은 촬영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선호하는 설정을 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좌측 하단의 enter 버튼을 눌러 촬영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촬영 설정에서는 셔터(Latency), 파일 형식, 센서+, Virtual Horizon, ISO, WB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own 버튼으로 스크롤 하여 내려오면서 선택사항을 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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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터(Shutter) 

셔터는 P+ 백이 장착되는 카메라의 셔터를 의미합니다.  

P65+의 수면 형식 설계(Sleeping architecture)에 의해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CCD가 수면 상태에 

있을 경우, P65+는 촬영 전에 웨이크업 되어야 합니다. 이 웨이크업 신호의 타이밍은 대기(latency)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645 포맷 카메라들과 사용될 때 권장되는 것은 

“표준 대기(Normal latency)” 입니다.  

“제로 대기(Zero latency)”는 반응시간이 짧은 반면 전력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오래 사

용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표준 대기(Normal latency)”를 선택해야 합니다.  

셔터가 백의 웨이크업을 위해 릴리즈 되고 촬영을 위해 다시 릴리즈 되는, 코펄 셔터 또는 여타 기계식   

셔터가 장착된 대형 카메라의 “2 shoot mode”에서 P65+ 백이 사용된다면, 그 셔터 세팅은 “표준 대기 

(Normal latency)”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제로 대기(Zero latency)가 카메라를 깨우기 위해 즉각 반응하는 반면, 표준 대기(Normal latency)는 제

로 대기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당신이 2 shot release cable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표준 대기(Normal 

latency)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2 shot release cable에서 제로 대기(Zero latency)를 사용하게 되면, 

이중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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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형식(File Format) 

파일 형식에서는 “IIQ Raw L” 과 “IIQ Raw 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IQ” 는 Intelligent Image Quality – Raw 의 줄임말 입니다. 

“IIQ L”은 초기화 설정이며 P+ 백의 캡쳐 형식을 그래도 가장 잘 보존합니다.  

“IIQ S” 는 보다 작은 파일이며 캡처 형식을 완벽하게 보존하지는 않습니다. “IIQ L”은 처리된 TIFF 

파일의 약 절반 사이즈이고, “IIQ S”는 처리된 TIFF 파일의 약 1/3 사이즈 입니다.   

두 개 파일 형식 간에 퀄리티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IIQ S”를 사용합니다.  

컴퓨터와 연결촬영 시에는 캡쳐원에서 파일 형식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 

센서+ 하위 메뉴에서 on/of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n”을 선택하면, 센서+에서 파일을 캡처합니다.  



이것은 풀프레임, 1,500만 화소 백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IIQ-L, 각 픽셀이 12x12 마이크론일 경우 

대략 15MB의 파일을 생성합니다. 다시 말해, 낮은 해상도의 파일이 생성되지만 캡처율이 상당히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off”로 설정되면 풀프레임 6,050만화소의 최고 퀄리티 파일로 촬영되고, 각 픽셀은 6x6 

마이크론으로 시중에서 가장 좋은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센서+ 기술에 대한 더 많은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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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Horizon 

Virtual Horizon은 완벽한 수평 또는 수직 위치에서 사용자의 카메라를 유지하게 합니다.    

메뉴는 사라지고, 이미지를 완벽하게 수평으로 놓는 것을 도와줄 virtual horizon 가이드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확한 수평 위치가 될 때는 선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수평이 될 때 소리가 나도록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The Virtual Horizon is your guide to keeping your camera in perfect horizontal or vertical position, the 

menu disappear and you will see the virtual horizon guiding you to level you capture perfectly, the line 

will be green, when in level. 

You can choose to get a sound when in level. 

 

 

ISO 설정(ISO settings ) 



ISO 메뉴에서는 ISO를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어 50에서 80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센서+에서 작업 중이라면 ISO는 200부터 320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ISO가 높은 상태에서 촬영할수록 노이즈가 더 많아집니다. 즉, 높은 ISO를 설정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조명을 사용하거나 카메라의 f-stop을 조정하는 것이 최적의 이미지 퀄리티를 

얻기 위한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선호하는 ISO 설정을 결정한 후 “Enter”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녹색 V 버튼) 

새로운 센서+ 기술에서는 심각한 이미지 노이즈 문제 없이 높은 ISO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선택한 ISO 설정이 맘에 들지 않고 이전의 설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Exit” 버튼(적색 X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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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White Balance) 

자동 WB 설정을 하면 이미지 정보에 기반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계산합니다. 자동 WB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특정 광원을 사용할 경우, 여기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연결촬영 시 화이트 밸런스는 캡쳐원에서 설정되고, 이것은 메인 스크린의 WB표시 대신에 C1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카메라 백이 컴퓨터와의 연결촬영에 사용될 때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캡쳐원에서 이루어집니다.  

 

P65+의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Custom White Balance on P 65+) 

P 65+ 백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화이트 밸런스를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WB 버튼을 눌러 사용자 지정 WB를 만들 수 있는데, WB 옵션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네 가지 옵션이 보입니다.: “사용자 지정 1(Custom1)”, “사용자 지정2(Custom2)”,  

“사용자지정3(Custom3)”과 “WB 생성(Creative WB…)” 

새로운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를 만들기 위해 WB 생성(Create WB)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1(Custom1)”, “사용자 지정2(Custom2)”, “사용자지정3(Custom3)” 중 한가지를 선택합니다.  

옵션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Make Custom WB”가 깜박거립니다.  

이제 화이트 밸런싱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 센터 서클을  

위치 시키고(그레이 카드 또는 뉴트럴 화이트 표면), 이미지를 촬영하십시오.  



그러면 사용자 지정 화이트 밸런스가 만들어 지고 현재 이미지의 화이트 밸런스로써 설정됩니다.  

Place the viewfinder center circle on an area (gray card or neutral white surface) and capture the 

image. 

You have now made the custom white balance and it has been set as the current capture whit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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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찍히는 모든 이미지들은 새롭게 적용된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세 가지까지 가능한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을 위한 화이트 밸런스로써 지정되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캡쳐원의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Custom white balance from Capture One) 

또한 사용자는 화이트 밸런스를 캡쳐원에서 P+ 백으로 쉽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캡쳐원 안에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를 생성하십시오. 

2. 컴퓨터와 연결촬영 하는 동안 P+백의 우측 하단 버튼에서 WB를 선택하십시오.  

3. P+ 백에서 “사용자지정1”, “사용자지정2”, “사용자지정3” 중 새로운 화이트 밸런스를 저장하고 싶은 

고을 선택하십시오.  

4. 최종적으로, 캡쳐원에서 “캡처 화이트 밸런스로 설정(Set as capture white balance)”을 클릭합니다.  

 

P65+에서 삑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가 업로드 되고 P+백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가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한 미리 설정된 세 가지의 사용자지정 화이트 밸런스를 야외촬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유용합니다.  

컴퓨터 연결촬영 시에는 화이트 밸런스가 캡쳐원 프로그램에서 설정되어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화이트 밸런스는 연결촬영 시 P+백에는 설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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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재생 설정(PLAY SETUP) 

재생 설정(Play Setup) 

메뉴 모드의 두 번째 선택사양은 재생 설정(Play Setup) 입니다.  

“재생 설정(Play Setup)”에서 사용자는 밝기(Brightness), 자동 미리보기(Auto Preview), 삭제 

옵션(Delete options), 디스플레이 스타일(Display Style), 그리드(Grid)를 선택,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Brightness) 

밝기(Brightness) 설정에서, 사용자는 LCD 스크린 미리보기의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값은 80 입니다.  

이 설정값은 오직 디스플레이의 밝기에만 영향을 주고 노출 경고(Exposure warning),  

히스토그램(histogram)과 최종 캡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밝기(Brightness)의 초기값은 80 입니다.  

특히 야외나 밝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더 밝은 설정이 유용할 것이고,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더 

낮은 값에서 밝기(Brightness)를 설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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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미리보기(Auto Preview) 

재생 설정(Play Setup)의 두 번째 선택 사양은 자동 미리보기(Auto Preview)입니다.  

자동 미리보기(Auto Preview)는 이미지가 캡처된 후 스크린에 머무는 시간을 말합니다.  

기초 설정값은 5초로 캡처를 빨리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 미리보기(Auto Preview)가 “Off”로 설정되면, 이미지가 찍힌 후 자동으로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 자동 미리보기 동안에 버튼을 건드리면 미리보기 기능이 작동되어 타임아웃(time-out) 기능이 

다음 이미지를 캡처할 때까지 작동되지 않습니다.   



 

삭제 옵션(Delete options) 

삭제 옵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onfirm On”, “Confirm Off”, “Disable”. 

삭제 옵션(Delete options)에서 사용자는 이미지를 삭제할 때 추가적인 확인과정을 거치길 

원하는지(Confirm On – 기초값), 즉시 이미지를 삭제하기를 원하는지(Confirm Off), 의도하지 않은 

이미지 손실을 피하기 위해 P+백의 이미지 삭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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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스타일(Display Style ) 

디스플레이 스타일(Display Style)에서는 디스플레이의 이미지를 컬러 RGB 신호 대신에 흑백으로 

변환하여 볼 수 있습니다.  

캡처는 여전히 RGB지만 LCD 디스플레이에서 흑백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P65+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드(Grid) 

보여지는 이미지에 그리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사진작가들은 이 기능에서 큰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Off”, “Golden Ratio”, “Center Cross”, “Rectangle”, “Square”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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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구성(Configuration) 

구성(Configuration)은 전반적인 설정사항을 설정하고 P65+백의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됩니다.  

구성(Configuration)은 스크린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메뉴 항목보다 더 많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화면 우측의 아래 방향을 가리키는 이중화살표를 통해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대로, 화면 상의 마지막 메뉴 항목을 지나가면 다음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있는 화살이 이중화살표로 변하여 상단에 감추어진 항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장(Storage) 

저장(Storage)에서 사용자는 P65+의 이미지 저장방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값은 자동감지(Autodetect)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P65+에 삽입되어 있다면, 자동적으로 카드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IEEE1394/FireWire 포트를 통하여 컴퓨터로 직접 저장을 시도할 것입니다.  

자동감지(Autodetect)가 설정되어 있고 FireWire와 CF카드 모두 연결되어 있다면, FireWire가 

기본설정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만일 P65+백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P65+백의 카드슬롯이 비어 있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P65+는 저장(Storage)안의 옵션들을 선택하여 컴팩트 플래시(Compact Flash) 또는 

IEEE1394/FireWire, 중 하나로 촬영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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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Power Source) 

전원(Power source)은 두 가지 선택사항을 가집니다.: “자동감지(Autodetect)” 또는 “배터리(Battery)”. 

기초 설정값은 “자동감지(Autodetect)”로, IEEE1394/FireWire 연결로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P+백은 

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배터리 전력을 차단합니다.  

전원(Power source)이 “배터리(Battery)”로 설정되면, 배터리에서 전력공급을 받게 되고 FireWire 

연결에 의한 전력공급은 차단됩니다.  

테크니컬 또는 대형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MacBook 또는 PowerBook에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It is recommendable when using technical or large format cameras, that you force the power source 

to be battery power. 

Do this to avoid draining the battery in a MacBook or PowerBook.  

 

포맷 디스크(Format disk) 

“포맷 디스크(Format disk)”를 선택할 경우 P65+백의 CF카드를 삭제하게 됩니다. CF카드는 FAT-32로 

포맷됩니다.  

카드가 읽히지 않는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CF카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파일 확장자(File Extension) 

파일 확장자(file extension)를 선택합니다. 포맷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장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초기설정값은 .TIF 입니다.  

.TIF와 .IIQ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OS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는 .IIQ 확장자의 파일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확장자를 .IIQ에서 .TIF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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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확인(Disk Checking) 

디스크 확인(Disk Checking)은 P65+에 삽입되는 모든 카드에 초기 설정값으로써 실행됩니다. 

어떤 이유로 디스크 확인이 실행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메뉴에서 이 기능을 꺼놓을 수 있습니다.  

페이즈원은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 안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디스크 확인(Disk Checking) 기능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페이즈원 Secure Storage System에 대한 더 많은 사항은 이 매뉴얼의 제5장에서 살펴보십시오.  

 

카메라 모드(Camera Mode) 

카메라 모드(Camera mode)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됩니다. 보통의 사진 어플리케이션과는 

타이밍이 다른 특정 전자셔터를 가지는 장비나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이 그것입니다.  

어떤 모드를 선택해야 하는 지는 관련 솔루션에 포함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This could be in combination with a specific electronic shutter or in an industrial application, where 

the timing differs from a normal photographic application. 

Please consult the documentation included with these solutions, to find out which mode to use. 

이 매뉴얼에서 언급된 중형/테크니컬 카메라를 사용하는 보통의 사진 어플리케이션에서 P65+백을 

사용할 때는 “일반(Normal)” 설정을 유지합니다.  

 

모드1(Mode 1) = 슈나이더 전자 셔터 옵션 

모드2(Mode 2) = 롤라이 AIC 솔루션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항공 어플리케이션. 롤라이에서는 이 

모드가 필요한지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멀티 커넥터 포트에서 전기신호를 가지는 

블랙 캘리브레이션을 불능화하고, 같은 방법에서 자동 로테이션을 불능화합니다.  



You will be asked to use it by Rollei if this mode is needed. It makes it possible to disable black 

calibration with an electric signal on the multi-connector port, and also to disable auto rotation in the 

sam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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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절약(Power Save) 

전원 절약(Power Save)에는 “백라이트(Backlight)”과 “자동차단(Auto Shutdown)” 옵션이 있습니다.  

백라이트(Backlight)에서는 백라이트에 불이 들어오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백라이트는 5초 후에 흐려지는 것으로 초기설정 됩니다.  

백라이트 메뉴에서 1분, 20초, 5초 중에서 시간을 선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단(Auto Shutdown)은 특정 시간동안 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으면 P+백이 차단되는 것으로 그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P65+백이 자동적으로 차단된 후 다시 활성화 시키려면 “power” 버튼을 눌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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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음(Ready beep) 

“준비음(Ready beep)”은 이미지가 캡처된 후 카메라에서 나는 작은 음입니다.  

“준비음(Ready beep)”은 캡처가 이루어졌으며 P+백이 다음 캡처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준비음에서는 “싱글(Single)”, “멀티(Multi)”, “꺼짐(Off)”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기초설정값은 

“Single”입니다.  

“Multi”는 시끄러운 환경 즉, 준비음을 듣기 힘든 곳에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구 초기화(Restore def. (Defaults)) 

복구 초기화를 선택하면 P+백의 설정을 초기설정으로 복구해 줍니다. 이 선택사양을 사용하기 전에 

P+백의 모든 설정이 공장에서 출시된 당시의 설정으로 바뀐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및 날짜(Time & Date) 

“시간 및 날짜(Time & Date)”에서 사용자는 P+백의 네 개의 버튼을 사용하여 시간과 날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 버튼으로 시간, 분, 초 영역을 조정하고 우측 위아래 버튼은 각 영역의 값을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설정된 시간과 날짜는 P+백으로 캡처된 모든 파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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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Language) 

“구성(Configuration)” 메뉴에 있는 “언어(Language)”에서 사용자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SO, WB, Play, Menu등의 메인 메뉴 표시는 변환되지 않습니다.  

메인 메뉴 표시는 일본어/중국어 인터페이스에서도 사용되는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이해되고 있고, 

일종의 아이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연하게 모르는 언어로 설정이 바뀌는 경우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사용자가 메뉴에서 자신의 

언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페이즈원은 언어 메뉴 뒤에 “(L)” 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L)”을 찾으면 사용자는 자신의 언어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P+는 다음 언어들을 지원합니다.  

 

At the time of writing the following languages are supported on the P+: 

영어(기초설정값) 



일본어 

중국어(간체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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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제품정보(About the P+ Back) 

“설정 메뉴(Setup)의 “제품정보(About)” 옵션은 카메라의 하드웨어 및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기술적인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는 지원이 필요하거나, 페이즈원이 사용자 카메라를 위한 최신 펌웨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펌웨어는 www.phaseone.com의 다운로드 섹션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딜러 또는 페이즈원 지원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제품정보(About)” 박스를 확인하거나 

“제품정보(About)” 박스의 모든 내용을 적어두십시오.  

 

 

 

 

 

 

http://www.phase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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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P 65+ back Phase One 645AF & Mamiya 645 AFD 

P65+백의 기능성은 Phase One 645 AF와 Mamiya 645AFD 시리즈에 잘 통합됩니다. P65+백은 고속 

내부 전기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카메라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아답타는 Mamiya RZ PRO IID에 

사용됩니다.  

 

셔터 대기 설정(Shutter latency settings) 

페이즈원 645 시리즈와 Mamiya 645 AFD 시리즈는 표준대기(normal latency)와 제로대기(zero latency)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P65+백을 제로대기(초기설정값)로 설정하면 백은 빠르게 반응하지만 배터리가 표준대기로 설정되었을 

때보다 빨리 방전될 것입니다.  

배터리 수명은 P+백과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고자 한다면 P+백을 

표준대기(normal latency)로 설정하십시오. 대신 반응 시간이 늦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The battery performance is more than sufficient with the P+ backs. To create longer lasting battery 

performance set the P+ back to Normal latency. Remember though that this will slow down the 

response time when shooting. 

대기(latency) 설정 방법을 보려면 메뉴 모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two-shot 릴리즈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장비를 사용할 때는 Mamiya 645 시리즈에서 표준대기(normal 

latency) 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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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P 65+ 백을 Phase One 645 AF와 Mamiya 645AFD 시리즈에 장착  

P+백은 카메라 바디와 완벽하게 통합되고 전체 카메라 시스템의 일부로써 작동합니다.  

바디에 필름 카세트(cassette)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러는 올라가 있고 셔터는 열려 있습니다.   

P65+백이 카메라 바디에 장착되면 셔터가 닫히고 미러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P65+ 윗부분의 잠금 장치를 밀어 잠그기 전에, P+백 하단이 카메라 뒷면 잠금 장치 아랫부분에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카메라 바디에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셔터가 계속해서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P+백을 즉시 제거합니다.   

셔터가 정확한 시작 위치(열린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P+백을 

다시 부착하고 제거하여 카메라 바디가 정확한 시작 위치에 놓이도록 하십시오.(마미야는 모든 필름 

카세트에 동일한 과정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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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뷰파인더 마스크 설명(About Viewfinder Masks) 

Phase One과 Mamiya 645의 이미지 범위는 대략 56mm x 42mm입니다.  

빛에 민감한 P65+의 CCD는 53.9 x 40.4mm이고, 이것은 뷰파인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고 렌즈 

팩터가 1.0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light sensitive CCD in the P 65+ measures 53.9x40.4 mm, this means that viewer masking is not 

necessary, hence is the lens factor now 1.0.  

마스크가 이미 바디에 부착되어 있다면 관련 유저 가이드에 따라서 마스크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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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Phase One 645AF와 Mamiya 645AFD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미지 방향(Image orientation) 

P+백의 CCD는 가로 방향으로 위치됩니다.  

카메라를 회전시켜 이미지를 인물사진 포지션에서 캡처할 때마다, 내부 센서는 새로운 포지션을 

감지하고 LCD 디스플레이와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에 방향이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림설명)카메라 방향 : 이미지는 모두 세 방향에서 촬영될 수 있고 LCD 또는 캡쳐원 소프트웨어에 

제대로 된 방향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카메라 바디의 스튜디오 플래시 싱크(Studio flash sync on the camera body) 

P65+백을 Phase One 645 AF, Mamiya AFD 또는 AFDII 바디에서 사용할 때 플래시 싱크는 카메라 

바디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P65+의 플래시 커넥터는 대형 카메라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4page 

Mamiya 645AFD에서의 T-모드 

T-모드는 Mamiya645 AFD의 디지털 백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Mamiya는 노출시간이 최대 16분까지 

가능하므로 보통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P65+는 노출시간이 1분까지 가능합니다.  



 

미러업(Mirror Up) 

미러업을 사용하려면 모드 선택기(mode selector)가 M(수동 모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포커스 

타입 선택기(focus type selector) 역시 M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거울이 올라가 있을 경우 카메라에서 조명이나 초점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미러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Mamiya 645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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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amiya RZ 용 P+백 

11.1 뷰파인더 마스킹 설명(About Viewfinder masking) 

Mamiya RZ67의 실제 이미지 영역은 56x69.5 mm 입니다. P65+의 CCD 사이즈가 53.9x40.4이기 

때문에 CCD는 실제 이미지 사이즈보다는 작습니다.  

뷰파인더를 떼어내고 나서 포커스 스크린 위에 마스크로 놓은 후 뷰파인더를 다시 장착하고 나면 

마스크의 배치가 완료 됩니다.  

Dismount the viewfinder, and let the mask lie on top of the focus screen, then re-mount the 

viewfinder again, and you have placed the mask. 

뷰파인더를 떼어 내는 것에 대한 사항은 Mamiya RZ67의 관련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1.2 Mamiya RZ의 자세한 설명 

이미지 방향 감지(image orientation detection) 

P+백의 CCD는 가로 방향으로 위치됩니다.  



카메라를 회전시켜 이미지를 인물사진 포지션에서 캡처할 때마다, 내부 센서는 새로운 포지션을 

감지하고 LCD 디스플레이와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에 방향이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CCD의 IR 필터 

IR 필터(적외선 차단 필터)는 CCD위에 영구적으로 장착됩니다.  

• 필터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거되어서는 안됩니다. : 

• P+ 카메라 백의 포커싱이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 필터와 CCD 사이에 먼지가 없도록 필터를 재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한 무균 시설을 

갖추는 것 뿐입니다.   

• 필터를 뗄 경우 페이즈원의 제품 워런티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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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업(Mirror Up) 

미러업은 Mamiya의 더블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할 때만 실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답타 플레이트를 Mamiya 바디에 연결하고 밑면의 스위치를 L(locked) 위치로 설정합니다.  

Mamiya RZ Pro II 아답타를 사용할 경우, 셔터 대기시간은 “단기 대기(Short latency)”로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 카메라에서 “장기 대기(Long latency)”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캡처 버튼을 사용하여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연결촬영을 할 때 뿐입니다.  

It is possible to use Long latency on this camera, but only when shooting tethered from the Capture 

One application using the capture button. 

Hasselblad V 용 P+백은 페이즈원 아답타를 가지고 Mamiya RZ67 PRO II 에 장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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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Mamiya RZ67 PRO IID 

또한 Mamiya 645 AFD 시리즈 용 P+백은 645 AFD 아답타 플레이트와 함께 Mamiya RZ67 PRO 

IID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답타 플레이트는 페이즈원 딜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Part# 

70994). 

P+백과 함께 사용될 때 트리거 버튼(trigger button)에 있는 모드 선택기(mode selector)는 하얀색 

점으로 돌려져 있어야 합니다.  

P+백이 카메라 바디에 장착되어 있는데 사용 중이 아닐 경우 선택기(selector)를 오렌지색 점으로 맞춰 

작은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합니다. P+백이 꺼져 있는 상태라 할 지라도 선택기가 오렌지색 점에 

맞춰져 있지 않다면 배터리는 천천히 소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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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RZ 렌즈 셔터의 스튜디오 플래시 싱크(Studio flash sync on the RZ lens shutter) 

Mamiya RZ67 PRO IID에 P65+를 장착하여 사용할 때, 플래시 싱크는 Mamiya 렌즈 셔터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P+백의 플래시 싱크 커넥터는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없는 대형 카메라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셔터 대기시간 설정(Shutter latency settings) 

Mamiya RZ PRO IID는 제로대기(Zero latency)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P+백의 기초설정값은 제로대기로, P+백은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지만 트리거링에서 빠르게 반응합니다.  

대기시간(latency)를 설정하는 방법은 메뉴 모두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유의사항 : 이 아답타는 컴퓨터로부터의 촬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오직 페이즈원 아답타와 

Hasselblad V 용 P+백에서만 가능합니다.  

Note: This adaptor does not support capturing from the computer - this is only possible with the 

Phase One adaptor and a P+ back for Hasselblad V 

케이블들은 Mamiya 645 AFD 용 P+백과 함께 선적됩니다.(Value added 상품) 

Mamiya 645 AFD 용 P+백은 아래 케이블과 함께 선적됩니다.(Value added 상품) 

Part# 50300143 Multi connector to Lens sync (2 shot mode에서 대형 카메라와 사용하기 위함) 

Part# 50300144 From multi connector to mini jack female (대형 웨이크업 케이블 또는 캡쳐그룹 원샷 

아답타 케이블과 사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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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Hasselbald V 용 P 65+ 백 

Phase One P65+백은 Hasselblad 555 ELD, 553 ELX, 501 CM, 503 CW와 같은 광범위한 Hasselblad 

카메라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페이즈원 아답타를 사용하여 4”x5” 뷰카메라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1 Hasselblad V에 뷰파인더 마스크 장착 

Hasselblad 카메라 바디의 이미지 영역은 대략 6 cm x 6 cm인 반면 P65+백의 이미지 영역은 약 

53.9x40.4 mm입니다. 그러므로 P65+백 뷰파인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 테이프를 마스크에서 떼어내고 원래 포커싱 스크린 밑에 마스크를 장착합니다.   

뷰파인더 마스크는 포커싱 스크린을 고정시키는 받침대(bracket)에 장착됩니다. 포커스 스크린을 

제거하기 전에 Hasselblad 카메라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즈원 뷰파인더 마스크를 받침대(bracket)위에 위치시킨 후, 마스크 위에 Hasselblad 포커싱 

스크린을 놓고 뷰파인더를 제 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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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Hasselblad V에 P+백 장착 

P+ 백은 카메라 바디에 완벽하게 통합되며 전체 카메라 시스템의 일부로써 작동됩니다. 



P+백의 상단 잠금 장치를 밀어 잠그기 전에 카메라 뒷면 하단 잠금 장치에 P+백이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백의 아랫부분을 잠금 장치에 맞춥니다.  

  

위에 있는 금속 버튼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백의 상단부를 제자리에 장착시킵니다. 

 

P 65+ 백의 세로방향 장착 

Hasselblad 바디에서 P65+백을 왼쪽으로 회전시켜 수직으로 장착시키면 인물사진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65+백을 바디에 제대로 붙이기 전에, 윗부분으로 오게 된 잠금 버튼을 왼쪽으로 밀어야 

합니다.  

LCD 스크린과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들은 자동적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S 또는 RS 모드에서는 장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미러업(S 또는 RS 모드) 상태일 때 페이즈원 P65+백을 장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카메라는 AS, A, 0 모드로 설정되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플래시 싱크 케이블을 페이즈원 

P65+백에 연결할 때 렌즈가 끼지(jammed)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Also make sure that the lens is not jammed when connecting the flash sync cable to the Phase One P 

65+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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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카메라 바디 세부 정보 

어떤 Hasselblad V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싱크 케이블은 항상 렌즈로부터 P+백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정면 플레이트의 작은 커넥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플래시 케이블은 카메라 백의 F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싱크 케이블은 정면 플레이트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커넥터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컴퓨터 연결촬영 시에는 백에 IEEE1394/FireWire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그림> 플래시 케이블은 P65+백에 직접 연결합니다.  

        

 

 

 

 

미러업(Mirror Up) 

Hasselblad V, 903 CW, 905 CW에서 미러업 기능을 사용하려면 대기시간을 제로대기(Zero latency)로 

설정하십시오. 이 카메라 바디들은 다음 노출을 매우 빨리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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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Hasselblad 555 ELD 

P65+백을 Hasselblad 555 ELD에 사용할 경우 Hasselblad 정면의 셔터 릴리즈는 반드시 “DIG”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특정한 이유 때문에 “Film” 위치의 셔터 릴리즈를 사용해야만 한다면(DIG 버튼의 하드웨어 결함 등.) 



P65+백 또는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의 셔터 대기시간을 “제로대기(Zero latency)”로 설정해야만 합니다.  

 

 

셔터 대기시간 설정(Shutter latency settings) 

Hasselblad 555 ELD에서 P65+백을 사용할 경우 표준대기와 제로대기 모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밖의 모든 Hassenblad 카메라의 경우 P65+백을 제로대기로 설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초기 설정값으로 P65+는 제로대기로 설정되는데, P65+백이 촬영 시 빠르게 반응하지만 배터리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터리를 더 오래 사용하려면 P65+백을 표준대기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터리 수명은 늘어나는 

대신 반응시간은 느려집니다. 그러나 2-shot 릴리즈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노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셔터대기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은 메뉴 모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555 ELD의 모터 케이블 불필요 

Hasselblad 555 ELD 바디에 P65+를 사용할 때는 모터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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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Hasselblad 553 ELX 

Hasselblad 모터 바디(예.Hasselblad ELX 또는 Hasselblad ELM 시리즈)에 P65+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에서 캡처가 가능하도록 모터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케이블은 P65+의 멀티 커넥터와 Hasselblad의 DIN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A 또는 AS 모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메라가 미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S 또는 RS 모드), 페이즈원 P+백을 장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싱크 케이블을 페이즈원 P+백에 연결 할 때, “B” 

설정에서 렌즈가 서로 맞물리거나 열린 채로 잠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Make sure that the lens is not jammed or locked open on the “B” setting when connecting the flash 

sync cable to the Phase One P+ back. 

Hasselblad 553 ELX를 사용하는 동안 셔터대기시간은 제로대기(Zero latency)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카메라에서는 모터 케이블을 사용하고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의 캡처버튼을 사용할 때만  

표준대기(Normal latenc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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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와인더 없이 Hasselblad 501 CM 및 503 CW 사용하기 

페이즈원 P65+는 또한 501CM 및 503 CW 같은 기계식 Hasselblad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이들 

카메라는 셔터 릴리즈 버튼이나 일반 케이블 릴리즈를 통해 싱글 샷 모드로 작동됩니다.  

카메라가 미러업 상태일 때 페이즈원 P65+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플래시 싱크 케이블을 페이즈원 P+백에 연결 할 때, “B” 설정에서 렌즈가 서로 맞물리거나 열린 

채로 잠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Also make sure that the lens is not jammed or locked open on the “B” setting when connecting the 

flash sync cable to the Phase One P 65+ back. 

기계식 Hasselblad를 사용할 경우 셔터대기시간은 제로대기(Zero latency)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계식 카메라에서 표준대기(Normal latency)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너무 빨리 트리거(trigger)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캡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카메라 바디의 기계식 트리거를 천천히 누르면서 카메라백의 녹색 

LED를 지켜볼 것을 권합니다.  

LED가 깜빡 거리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버튼을 안전하게 누를 수 있습니다.  

표준대기(Normal latency)를 사용할 경우 미러업(Mirror Up)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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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와인더 CW와 함께 Hasselblad 503 CW 사용하기 

카메라가 미러업 상태일 때 페이즈원 P65+를 장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플래시 싱크 케이블을 페이즈원 P+백에 연결 할 때, “B” 설정에서 렌즈가 서로 맞물리거나 열린 

채로 잠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Also make sure that the lens is not jammed or locked open on the “B” setting when connecting the 



flash sync cable to the Phase One P 65+ back. 

503 CW 와인더를 사용할 경우 셔터대기시간은 제로대기(Zero latency)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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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Hasselblad V 용 P+ 백과 함께 선적되는 케이블(Value Added 구매 시) 

Hasselblad V 용 P 65+백은 아래 케이블과 함께 선적됩니다.(Value Added 구매 시): 

 

Part# 50300145 Motor cable for Hasselblad ELX. (P+ 백이 Hasselblad ELX 바디에서 사용될 경우 

호스트 캡처를 위해 사용된다.) 

 

 

Part# 50300148 Sync cable short (모든 Hasselblad 중형 바디와 사용) 

 

Part# 50300143 Multi connector to Lens sync (2 shot 모드의 대형 카메라와 사용) 

 



Part# 50300144 From multi connector to mini jack female (대형 웨이크업 케이블 또는 캡쳐그룹 one 

shot 아답타 케이블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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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NTAX 645 용 P 65+ 백 

CONTAX 645는 TTL 위상 차이 감지 타입 자동 포커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자동 노출 설정을 

제공합니다. P+ 백과 함께 사용되는 CONTAX 645는 인상/와이드앵글 사진을 비롯하여 망원렌즈로 

빠른 움직임을 캡처하는 고속 촬영까지 모든 종류의 사진에 활용됩니다.  

P+백의 기능은 CONTAX 645 카메라와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P+백은 신속한 내부의 전기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CONTAX 카메라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이 훌륭한 P+ 백 솔루션은 Kyocera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자동 노출(Auto exposure) 

CONTAX 645는 상이한 자동 노출 모드에서 작동 가능합니다.  

이것은 P+백에 의해 완벽하게 지원되며, 디지털 백의 적절한 필름 스피드를 CONTAX 645 카메라에 

전달합니다.   

This is fully supported by the P+ back, which communicates the equivalent film speed of the digital 

back to the CONTAX 645 camera. 

자동노출 모드에서 촬영할 때, 1/4000초와 약 1초 사이의 노출시간에서 가능한 최고의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60초 이상의 노출 시간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P65+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AX 645 카메라의 자동 노출은 P+백 내에서 설정된 ISO 값을 사용합니다. 

연결촬영 시에는 ISO는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에 설정된 값을 따릅니다. ISO는 50-800에서 설정될 수 

있고, 센서+ 사용 시에는 200-3200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68page 

이중 노출 보호(Double exposure protection) 

Contax와 P+백을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계속적인 캡처 모드를 사용할 때 이미지 하나를 캡처한 후 

바로 다음 이미지 캡처로 넘어가더라도 이중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CONTAX 645와 P65+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한 경우 카메라의 캡처 기능을 작동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미지 방향 감지(Image orientation detection) 

P+백의 CCD는 가로방향으로 위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회전시켜 세로방향에서 이미지가 캡처될 때마다 내부 센서는 이 새로운 위치를 감지하고,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에 제대로 된 방향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합니다.   

 

카메라 방향(Camera orientation): 이미지는 모두 세 가지 위치에서 캡처될 수 있으며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에는 제대로 된 방향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CCD 상의 IR 필터(IR filter on the CCD) 

IR 필터(페이즈원 TG1 적외선 차단 필터)는 CCD의 윗부분에 장착됩니다.  



필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제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 P+백의 포커싱이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 특별한 무균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필터와 CCD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필터를 다시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페이즈원 제품 워런티가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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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싱 스크린 장착(Mounting the focusing screen) 

CONTAX 645의 이미지 영역은 41.5mm x 56mm입니다. P65+의 감광 CCD는 40.4x53.9 mm로 즉, 

뷰어 마스킹이 필요 없고 렌즈 팩터가 1.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스크가 이미 바디에 부착되어 있으면 관련 사용설명서에 따라 마스크를 제거하십시오.   

뷰파인더 마스크는 CONTAX 포커싱 스크린 밑에 장착시켜야 합니다.  

포커싱 스크린을 떼기 전에 CONTAX 645 사용 매뉴얼 중 “포커싱 스크린 교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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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CONTAX 645에 P65+백 장착 

Contax 용 P65+백은 카메라에 완벽하게 통합되며 전체 카메라 시스템의 진정한 일부로써 작동합니다.  

P65+백을 카메라에 장착할 때 상단의 잠금 장치를 밀어 잠그기 전에 백 아랫부분이 잠금 장치에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카메라에서 P65+백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P+백 사이드에 있는 잠금 버튼을 사용하여 

C645 잠금 장치를 잠글 수 있습니다.  

호스트 컴퓨터에서 카메라 작동(Operating the camera from the host computer) 

제공된 릴리즈 케이블은 P+백의 멀티플 핀 커넥터와 CONTAX 카메라의 손잡이 아랫부분에 있는 

미니잭 커넥터 사이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벌브(Bulb) 촬영은 Contax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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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Contax 645에서의 플래시 사진(Flash photography on Contax 645) 

플래시 싱크 케이블 사용(Use of flash sync cable) 

P+백과 CONTAX 645 사이에는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래시 싱크 케이블은 CONTAX 645 

카메라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플래시 싱크 케이블을 P+백에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P+백의 커넥터는 페이즈원 플렉스아답타를 

이용하여 대형 카메라에서 작업할 때만 사용됩니다.  

TTL 플래시(TTL flash) 

CCD 성분이 빛을 필름과는 다르게 반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Contax로 전달 될 수 없습니다. CONTAX 

645 카메라와 P65+백에 TTL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2 f-stop의 과다노출 결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TTL 플래시를 사용할 때 플래시 장비의 노출 보정은 -2 f stops로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Contax 645 용 P+백과 함께 배송되는 케이블(Value Added 구매 시) 

Contax용 P+백은 다음 케이블과 함께 배송됩니다.(Value Added 구매 시에만 포함): 

Part# 50300143 Multi connector to Lens sync (2 샷 모드의 대형 카메라와 사용) 

Part# 50300144 From multi connector to mini jack female (대형 웨이크업 케이블 또는 캡쳐그룹 원샷 

아답타 케이블과 사용) 

Part# 50300154 From multi connector to mini jack on the Contax handgrip (컴퓨터로부터 호스트 



캡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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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asselblad H1/H2 용 H 101 - P 65+ 백 

페이즈원 H101-P65+백은 혁신적인 Hasselblad H1 카메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싱글 샷 디지털 

카메라 백입니다. Hasselblad H1은 혼성 TTL 위상 차이 감지 방식 오토포커스 시스템(hybrid TTL 

phase-difference- detection type auto-focus system)을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Hasselblad H1은 

자동 노출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페이즈원 H101-P65+과 사용되는 Hasselblad H1/H2은 인상/와이드앵글 사진에서부터   

텔레포토(telephoto) 렌즈를 이용하여 빠른동작을  캡처하는 고속촬영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사진촬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페이즈원과 Hasselblad 공동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입니다.   

페이즈원 H101-P65+백의 기능성은 Hasselblad H1 카메라에 제대로 통합됩니다. H101-P65+ 카메라 

백은 고속의 내부 전기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H1/H2 카메라와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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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카메라 LCD 디스플레이 

Hasselblad H1은 카메라의 실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상술하는 디스플레이 기능을 가집니다. 이 기능은 

플래시 방식, 렌즈 사용, AF 모드, f-stop 수치, 셔터 스피드 등을 보여줍니다.  

또한 Hasselblad H1/H2는 카메라 백의 특정한 현황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줍니다.  

카메라 백 ISO 설정이 표시됩니다. ISO 50, 100, 200 또는 400, 800이 카메라백 또는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연결촬영 시)에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백의 CF 카드가 꽉 찼을 경우, “미디어 저장 용량초과’와 같은 에러 메시지 역시 LCD에 

표시될 것입니다.  

 
 



뷰파인더 정보(Viewfinder information) 

오른쪽에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아이콘은 저장 미디어에 저장이 가능한 실제 캡처 수를 보여주며, 

“E”는 저장 미디어의 용량이 꽉 찼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기 전에 여유공간을 

만들거나 CF카드를 교체 해야 합니다.  

 

뷰파인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보려면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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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노출(Auto exposure) 

Hasselblad H1은 상이한 자동노출 모드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H101-P+백은 이것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디지털 백의 적절한 필름 속도를 Hasselblad H1 카메라에 전달합니다.  

H101-P65+백의 필름 스피드는 ISO50으로 초기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정은 100, 200, 400 

또는 800 ISO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백에서의 ISO 설정과 관련한 상세 설명은 이 매뉴얼의 

9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노출 보호(Double exposure protection) 

Hasselblad H 카메라를 H101-P65+백과 사용할 경우 이미지 하나를 캡처한 후 바로 다음 이미지 

캡처로 넘어가더라도 실수로 이중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Hasselblad와 P65+백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요한 경우 카메라의 캡처 기능을 작동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미지 노출 마지막에 CCD의 이미지 정보는 CCD에서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이동되어야만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CCD는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H101-P65+백은 이 과정이 진행될 

때 Hasselblad의 셔터 릴리즈를 무시함으로써 CCD가 안전하게 비워지는 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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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미지 방향 감지(Image orientation detection) 

H101–P65+백의 CCD는 가로방향으로 위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회전시켜 세로방향에서 

이미지가 캡처될 때마다 내부 센서는 이 새로운 위치를 감지하고 LCD와 캡쳐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대로 된 방향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카메라 방향(Camera orientation): 

이미지는 모두 세 가지 위치에서 캡처될 수 있으며 LCD와 캡쳐원 소프트웨어에는 제대로 된 방향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CCD 상의 IR 필터 

IR 필터는 CCD 윗부분에 장착됩니다.  

필터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제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 H101-P65+백의 포커싱이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 특별한 무균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필터와 CCD 사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필터를 다시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페이즈원 제품 워런티가 만료됩니다.  

 

H1/H2 의 뷰파인더 마스크 설명 

Hasselblad H1/H2의 이미지 영역은 대략 56 x 41.5 mm입니다.  



H101-P65+의 이미지 영역은 약 53.9x40.4 mm입니다.  

따라서 H101-P65+백은 뷰파인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1의 뷰파인더에 이미 마스크가 

장착되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고 이를 위한 관련 사용자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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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Hasselblad H1에 H101 - P+ 백 장착 

H101 – P 65+ 백은 H1 카메라에 완벽하게 통합되며 전체 카메라 시스템의 일부로써 작동합니다.  

Hasselblad 카메라에 필름 카세트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때 미러는 올라가고 셔터는 열립니다. 이것이 

올바른 상태입니다.  

H101-P+ 백이 카메라에 장착되면 셔터는 닫히고 미러가 아래로 내려올 것입니다.  

H101-P+ 백을 카메라에 장착할 때 상단의 잠금 장치를 밀어 잠그기 전에 백 아랫부분이 잠금 장치에 

잘 부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블 활용 

H101-P+ 백과 Hasselblad H1 사이에는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래시 싱크 케이블은 Hasselblad H1 카메라 하우스에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Hasselblad H1에서 사용 시 플래시 싱크 케이블을 카메라 백에 연결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카메라 백의 플래시 싱크 커넥터는 페이즈원 플렉스아답타 또는 다른 대형 아답타와 사용할 때만 

이용합니다.  

H101-P+백과 배송되는 연결 케이블(Value Added 구매 시)   

Hasselblad H1/H2 용 P+ 백은 다음의 케이블과 함께 배송됩니다.(Value Added 구매 시): 

Part# 50300143 Multi connector to Lens sync (2 샷 모드의 대형 카메라와 사용) 

Part# 50300144 From multi connector to mini jack female (대형 웨이크업 케이블 또는 캡쳐그룹 원샷 

아답타 케이블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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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뷰카메라와 스튜디오 촬영 

페이즈원 P65+백은 대부분의 와이드앵글 카메라, 테크니컬 뷰카메라 또는 카메라 인터페이스 아답타를 

통하여 대형 카메라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P65+ 백은 대부분의 기계식 셔터와 Horseman, 

Schneider와 다른 제조사들의 전자식 셔터를 지원합니다.  

CCD의 동적냉각을 사용하지 않고 노이즈 프리 노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즈원은 “페이즈원 

슬리핑 구조(Phase One Sleeping Architecture)”를 개발했습니다. 슬리핑 구조는 사용하지 않는 회로를 

슬립시키거나,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필요한 회로에만 동력을 공급함으로써 백 내부에 내장된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The sleeping architecture ensures minimum heat build up inside the back, by putting all the unused 

circuits to sleep, and only powering the circuits that are actually needed at any give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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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원샷 릴리즈(1-shot release) 

원샷 릴리즈(1-shot release) : 새로운 원샷 릴리즈 케이블은 여러분의 스튜디오 워크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셔터의 플래시 출구(exit)를 P65+의 멀티핀 입구(entrance)와 연결하여 

P65+가 사용자의 플래시로 연결되게 합니다.  

Connect the flash exit on the shutter, with the multipin entrance on P 65+; let the P 65+ be connected 

to your flash. 



필요한 경우에는 셔터를 닫습니다.  

선택 메뉴(Select Menu)>캡쳐 설정(Capture Setup)>셔터(Shutter)>제로대기(Zero Latency). 

 

플렉스아답타를 사용하든 그렇지 않든 이제 사용자는 노출을 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종종 이 

셋업은 컴퓨터에 연결될 것이며 FireWire가 백에 연결되지만 사용자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Using FlexAdaptor or not you are now ready to do exposure; often this setup will be tethered and 

though the FireWire is connected in the back you cannot  

완전한 수동 카메라의 사용자는 캡쳐원에서 노출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은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P65+는 계산된 대략적인 셔터 스피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On fully manual cameras you can not control the exposure from Capture One, neither will e.g. the 

shutter speed and aperture value be recorded, P 65+ will however add a calculated approximate 

shutter speed. 

 

투샷 릴리즈(2-shot release) : 페이즈원 P65+는 4초 안에 두 번 릴리즈될 수 있는 기계식 셔터들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셔터의 첫번째 릴리즈는 디지털 백을 활성화시킵니다.; 두번째 릴리즈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4초의 시간제한이 넘으면 카메라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LCD에 “투 슛 에러(two shoot 

error)”가 표시됩니다.  

기계식 셔터를 위한 몇몇 자동 또는 반자동 투샷 솔루션(two shoot solution)은 다른 생산업체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정보는 여러분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즈원 플렉스아답타는 대부분의 대형 카메라와 사용할 수 있고 

“페이즈원 웨이크업 케이블”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케이블에는 셔터 릴리즈 전에 카메라를 웨이크업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또한 페이즈원 플렉스아답타에는 “스티치 기능”이 있는데, 캡쳐원의 스티치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이미지들을 한번에 스티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렉스아답타와 함께 제공되는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카메라백을 “웨이크업” 하기 위하여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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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아답타 또는 다른 테크니컬카메라 아답타와 사용될 때의 셔터 대기 설정(Shutter latency settings) 

페이즈원 플렉스아답타 또는 다른 테크니컬 카메라 아답타에서 P+백은 장기대기(long latency)와 

단기대기(short latency)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65+ 백의 초기 설정값은 단기대기(short latency)로, 이것은 P65+ 백이 캡처에 빠르게 반응하지만 

배터리 소모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설정은 캡처그룹 투샷 아답타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처음 샷은 P65+ 백을 깨우고 두 번째 샷에 촬영을 하는 수동 투 슈터(manual two shooter)로써 P65+ 

백을 이용할 경우 사용자는 표준대기(Normal latency)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제로대기(Zero Shutter latency)의 경우 백이 지속적으로 촬영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소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셔터대기(latency) 설정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메뉴 모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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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라이브 프리뷰(Live Preview) 

페이즈원 P65+ 디지털 백은 캡쳐원에서 라이브 프리뷰를 작동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라이브 프리뷰는 구성과 셋업이 필요한 장면을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장면에 

적용된 각기 다른 효과들을 미리보기 위해 라이브 프리뷰가 컴퓨터 모니터로 직접 캡처될 수 있습니다.  

라이브 프리뷰는 캡쳐원 DB와 캡쳐원 프로의 캡처 툴박스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실행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있는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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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일반적인 라이브 프리뷰 정보  

라이브 프리뷰를 사용할 때 최적의 결과물 위해 추천되는 몇 가지 셋업 정보 

포커스 조정과 이미지 퀄리티를 위해 권장되는 셔터 스피드는 4 = 1/4초입니다.(셔터 스피드 

슬라이더는 CCD의 리드아웃을 통제합니다. – 이것은 언제나 카메라 조정에의 신속한 반응과 퀄리티 

간의 절충점 입니다.)  

Recommended shutter speed for focus adjustment and image quality is 4 = 1/4 second. (The shutter 

speed slider is controlling the readout from the CCD - this is always a compromise between quality 

and quick response to camera adjustments). 

프리퍼런스(Preference)에서 컴포지션 뷰(composition view)의 해상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낮은 

해상도는 높은 프레임율을 의미합니다.(CCD의 높은 리드아웃 빈도)  

사용자가 가로에서 세로로 백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꿀 경우 소프트웨어의 라이브 이미지는 

자동적으로 회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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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라이브 프리뷰 카메라 지원(Live Preview Camera support) 

페이즈원 라이브 프리뷰는 테크니컬 카메라 뿐만 아니라 다음의 셋팅을 가지는 모든 중형카메라를 

지원합니다.: 

 

Phase One 645AF 

1. 사용자정의 기능 22를 찾아 “1”로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셔터 릴리즈 버튼으로 벌브(bulb) 노출을 



시작하고 멈출 수 있게 합니다.  

2. 셔터 릴리즈 다이얼을 M.UP으로 맞추십시오.  

3. 노출 모드를 CF에서 다른 쪽으로(예 Shutter Priority) 변경하십시오. 셔터 스피드를 벌브(bulb)로 

설정하십시오.  

4.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미러 락 업이 됩니다.  

5. 셔터 릴리즈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센서가 켜집니다.  

6. 캡쳐원에서 라이브 프리뷰를 클릭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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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elblad H:  

Hasselblad H 시리즈 카메라에서 라이브 프리뷰를 구동하기 전에 이 카메라의 사용자 버튼으로 T 

모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재정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메뉴 설정으로 가서 사용자정의(custom) 옵션, 

사용자 버튼 기능을 선택하고 T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H1 & H2 

1. 캡쳐원 프로를 실행하십시오.  

2. 캡쳐 탭을 클릭하십시오.  

3. 라이브 프리뷰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4. “라이브 프리뷰-컴포지션 뷰” 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5. 이제 미러를 올리고 셔터가 열리도록 H1 또는 H2를 조정하십시오.   

H 바디들은 기계식 셔터 릴리즈 케이블과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바디 전면의 미러업 버튼을 누르십시오.  

6. H 바디의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십시오.  

7. 라이브 프리뷰 창에서 실행(play)을 누릅니다. 피사체를 배치하고 포커스를 체크하는 등의 것을 진행 

하십시오.  

8. 셔터를 닫고 T 모드를 나가려면 H 바디의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릅니다.  

Hasselblad V:  

B (벌브)-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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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iya 645AFD/AFD II:  

Mamiya는 B 모드 또는 장시간 노출에서 사용됩니다.(16분까지 가능하지만 노출은 중단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T 모드는 디지털 백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Mamiya RZ67 Pro II & Pro IID:  

1. 케이블 릴리즈를 연결하십시오.  

2. “N” 표준위치를 커버하는 “T” 레버를 밀어 노출 시간을 정합니다.  



3. 셔터 릴리즈를 누릅니다.  

4. 캡쳐원의 라이브 프리뷰 기능을 실행합니다. . 

5. 실행(Play)을 누릅니다. 

6. 노출을 만들고 라이브 프리뷰 창을 닫고 레버를 표준 위치(normal position)로 밀어 넣습니다. 

Ready to create exposure close the Live Preview window and slide the lever to the normal position. 

 

Contax 645:  

셔터를 열기 전에 캡쳐원의 라이브 프리뷰 모드를 구동합니다. 

B 모드에서의 촬영이 Contax에서 지원되지 않지만, 카메라를 B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전자 케이블 릴리즈는 B 모드에서 지원되지 않고 작동되지 않습니다. 바디의 B 모드에서는 수동 

케이블 릴리즈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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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렌즈 캐스트 캘리브레이션(Lens Cast calibration) 

17.1 렌즈 캐스트란 무엇인가? 

CCD 앞의 렌즈를 틸트/시프트할 수 있는 테크닐컬 카메라에서 P65+를 사용하거나 와이드앵글 렌즈와 

P65+를 사용할 경우 렌즈 캐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0mm에서 120mm까지의 고정렌즈를 사용한다면 중형 카메라에서의 렌즈 캐스트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렌즈 캐스트는 왜 나타나는가? 

렌즈 캐스트는 CCD가 빛에 노출되는 앵글의 결과에 따라 발생합니다. CCD가 심한 급각도의 빛에 

노출되는 경우(예.와이드 앵글 또는 틸팅/시프팅의 극단의 경사), 렌즈 캐스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렌즈 캐스트는 어떻게 보입니까? 

조명 환경과 사진 셋업에 따라 렌즈 캐스트는 대개 이미지의 한쪽에는 그린캐스트로 나타나 그 반대쪽 

이미지에서는 마젠타 캐스트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뉴트럴 그레이 배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2 렌즈 캐스트 제거 방법 

틸트와 시프트를 가지고 테크니컬 카메라에서 작업할 때, 사용자가 틸트/시프트 위치를 바꾸는 경우 

새로운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페이즈원은 캡쳐원4프로에서 렌즈 캐스트 제거를 돕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렌즈 

캐스트 캘리브레이션(LCC)라고 부릅니다.  

렌즈 앞쪽에 흰색 오팔 플레이트를 잡고 모든 캡쳐 파일들에 적용될 캘리브레이션 이미지를 캡처 

함으로써 사용자는 렌즈 캐스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정렌즈와 사용되는 중형 카메라에서 캘리브레이션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 렌즈별로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이 캘리브레이션 파일들을 저장한 후 “새로운 캡처를 위한 초기값으로 설정(Set as default for 

new Captures)”을 클릭하여 이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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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 간단한 캘리브레이션 방법(Mac) 

1. 고정렌즈 앞에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를 잡고(가능한 한 가까이) 캡처하십시오. 제대로 된 노출을 



위하여 사용자는 몇 개의 f-stops을 열거나 매우 어두운 셋업에서 플레이트에 바로 조명을 주어야만 

합니다.  

 

2. 캡쳐원 소프트웨어에서 ”캘리브레이션” 이미지를 선택하고 ”LCC 저장(Save LCC)” 버튼을 

클릭합니다.(LCC 툴은 그레이 밸런스 탭 아래에 위치합니다.) 

 

 

3. 캘리브레이션 파일에 사용 또는 설정 시 렌즈와 교신되는 파일명을 부여합니다.(예. 45mmDaylight)  

4. 캘리브레이션 파일을 선택합니다.: ”Lens CC” 드랍다운 메뉴에서 “45mmDaylight”를 

선택하고 ”새로운 캡처를 위한 초기값으로 설정(Set as default for new Captures)”을 클릭 

 

 

유의사항:  

그레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고 캘리브레이션 파일들이 저장 후 Lens CC 드랍다운 박스에 생기자 

마자, 캘리브레이션 파일들은 섬네일 창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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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지관리 

CCD 클리닝 

P65+가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지 않을 때는 보호 플레이트에 보관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IR 필터 위에 먼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먼지들이 청소되지 않으면 이미지 

퀄리티가 저하됩니다.   



P+ 백 케이스 안의 CCD 클리닝 킷에 포함된 지시 사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항: CCD 앞의 IR 필터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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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안전저장시스템(Secure Storage System) 

19.1 Secure Storage system “3S” (작동방법) 

카드를 P+백에 넣으면 유효한 파일 구조를 위한 완벽한 디스크 체크가 실행됩니다.  

High GB 카드는 로드 하는데 약간 오래 걸립니다.  

용량이 큰 마이크로드라이드는 CF 카드보다 현저하게 느립니다. 로딩 시간이 2초를 넘어설 경우, 이 

진행은 디스크 아이콘에 연속된 작은 점들로 나타납니다.  

디스크 체킹을 꺼놓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지만, “저장(Storage)”의 “메뉴”에서 “디스크 체킹(Disk 

Checking)”을 선택함으로써 오프(off)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스크 체킹을 꺼놓을 때마다 디스크가 체크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캡처 카운터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19.2 디스크 체크 서머리 

3S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는 매우 견고한 P 백에 새롭고 안전한 저장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P+ 백에서 카드를 포맷할 때 최상의 실행이 이루어집니다.(다른 포맷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P+ 

백에서의 포맷은 카드 사이즈에 따른 정확한 클러스터 사이즈를 보장합니다.)  

손상되거나 잘못 포맷된 카드는 즉시 감지됩니다. 이것은 손상된 CF 카드로의 촬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라이팅 세션(writing session)에 있는 동안 카드를 빼더라도 전체 CF 카드의 파일 구조에는 손상을 

주지 않고, 단지 영향을 받은 이미지의 버퍼만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파일 시스템 안정성은 페이즈원 디지털 백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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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서비스와 기술적인 스펙 

모든 기술적인 스펙과 측정법은 페이즈원 R&D와 페이즈원 테스트 부서에서 진행됩니다. 

  

20.1 P 65+ 업데이트 

페이즈원은 향후 업데이트에서 P65+의 형태/기능 등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설치 전에 최종 업데이트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www.phaseone.com의 다운로드 섹션에서 진행하거나 서포트 포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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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지원내용과 권장사항 

업데이트된 서포트 정책은 www.phaseone.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즈원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여러분은 세계적인 수준의 서포트와 서비스를 보장받게 됩니다! 

페이즈원 P65+은 현명한 워크플로를 가진 간단한 제품이지만, 백의 전자적인 부분과 내부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백의 내부 수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페이즈원 생산 시설에서만 

진행됩니다.  

페이즈원 P65+에 어떤 문제를 가진다면 디지털 백을 구매한 딜러에게 문의하십시오.  

http://www.phaseone.com/
http://www.phaseone.com/


어떤 문제들은 의도치 않은 사용 또는 권장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결과로써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소개된 몇몇 문제들은 아래 페이즈원의 권장사항에 따라 사용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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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3 권장사항 

제품을 가장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페이즈원 서포트로부터의 아래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연결촬영 셋업(Standard Tethered Setup): 

• max 15’ (4.5m) double shielded firewire cable. 

• Capture folder on internal Hard Drive 

• IIQ-L 

• Back power forced from battery 

• Nothing else on FW bus 

CF 카드 사용(Using CF-cards): 

• Use ‘UDMA’ Ultra Direct Memory Access CF-card’s. 

• Speed: 40 MB/s (266x), 45 MB/s (300x) 

• Sandisk and Lexar cards avaliable with this performance 

 

페이즈원 백 사용을 위한 최적 시스템(Optimal Systems for use with Phase One Backs):  

Studio 

• MacPro Tower 

• 4 or 8 core Intel Processor 

• 4GB Ram 

• 2 Internal hard drives (one for backup) 

Location 

• MacBook Pro 

• Core2Duo Processor 

• 2-4GB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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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기술적인 스펙 

모든 기술적인 스펙은 페이즈원 테스트 기준에 따르고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