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the world’s best photography is made of

XF 100MP
The Ultimate Camera System

Ready for

Pha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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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Resolution
100MP Full Frame CMOS Perfection

페이즈원은 풀 프레임 미디엄 포맷 CCD 시스템을 최초로 공급했고, 이제 풀 프레임 미디엄 포맷 CMOS 솔루션에서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페이즈원 XF 100MP 카메라 시스템은 CMOS의 추가된 이점들과 함께 풀프레임 

사용 시의 큰 장점들을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렌즈 크롭 팩터와 포커스 스크린 마스크가 없으며, 이미지 전체에 완벽한 

품질을 구현합니다. 

image at 

100%

image at 

20%

© Alexander Flemming 

Shot with XF 100MP and Schneider Kreuznach 120mm LS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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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Color
16 bit Color

풀 16비트 컬러를 촬영, 처리할 수 있는 최초의 CMOS 기반 미디엄 포맷 시스템인 

페이즈원 XF 100MP는 전체 이미징 과정에서 풀 색심도를 처리합니다. 그 결과 

기존 이미지 품질의 강자였던 CCD 기반 페이즈원 전용 제품들과 같은 컬러들을 

구현할 수 있는 CMOS 시스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XF 100MP 카메라 시스템은 

풀 색심도 데이터를 촬영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컬러들은 페이즈원의 이미지 프로페서 

Niels V. Knudsen과 그의 팀에 의해 최적화됩니다. 그들은 캡처원 소프트웨어에서 

최고 중의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Alexia Sinclair, 

Shot with XF 100MP  and Schneider Kreuznach 80mm LS f/2.8

“XF 100MP는 놀라운 정밀도를 가지고 복잡한 

디테일들을 잡아냅니다. 이것은 내가 꿈꾸어왔던 모든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 Alexia Sincl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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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Eastway

Shot with XF 100MP and Schneider Kreuznach 240mm LS f/4.5

Ultimate
Dynamic Range
15 Stops Dynamic Range

페이즈원 XF 100MP 카메라 시스템은 하이라이트와 셰도우 모두에서 놀라운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독보적인 15 stops의 다이내믹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미디엄 포맷이 제공해야 하는 

다이내믹 레인지 부분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XF 100MP 카메라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포토그래퍼들이 요구하는 디테일은 물론 비교 불가한 품질을 제공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디엄 포맷 파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묻곤 합니다. 내게 있어 그것은 

픽셀도 렌즈도 아닌 다이내믹 레인지 입니다…”

- Peter Eas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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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 Eastway

Shot with XF 100MP and Schneider Kreuznach 55mm LS f/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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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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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ISO 
Flexibility

ISO 50 - 12800

새로운 페이즈원 XF 100MP는 다양한 사진 분야에 걸쳐 독보적인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특권을 제공하면서, ISO 50 ~ 12800의 클린하고 

크리스피한 이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넓은 범위를 가진 ISO의 유연성은 

캡처원 만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한 지원, 통합과 함께 모든 촬영 상황들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ISO

 3200
at

 100%

“XF 100MP는 내가 사용했던 카메라들 중 

가장 높은 ISO 성능을 보여줍니다. 1억화소 이상의 

해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다이내믹 레인지와 

다른 어떤 제품 보다 높은 ISO 성능을 가진 제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 Tim Kemple

Fast and Fluid Live View

CMOS 기술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놀라운 센서 리드아웃 속도 입니다. 

이 리드아웃 속도의 강점은 동적구성을 위한 즉시 참조뿐만 아니라 간결, 

명확하고 정확한 실시간 포커스가 가능한 빠르고 유동적인 라이브뷰 입니다. 

페이즈원 XF 미디엄 포맷 카메라 시스템과 고해상도 이미징에서는 포커스가 

대단히 중요하고, 라이브뷰는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보장합니다. 

© Tim K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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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ure One Pro 9 

Ultimate 
Service & Support

Ultimate Power, Quality, Precision

CMOS 센서 기술은 독보적인 라이브뷰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IQ3 50MP와 현재 IQ3 100MP에서 라이브뷰는 라이브뷰 작동 중 

촬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하여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 디지털백 자체 

또는 캡처원 프로를 통하여 라이브뷰를 사용할 때, 여러분은 한번의 

셔터 클릭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풀해상도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촬영되면, 필요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라이브뷰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페이즈원은 렌즈에서 센서까지 전체 시스템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유례없는 5년 보증을 제공합니다. 구매 후 5년 내에 페이즈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페이즈원은 주저 없이 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5
Year System
Warranty

5
Hours Response

Time

페이즈원은 그들의 하드웨어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8시간 이내에 전 세계에 위치한 전문 서포트 팀으로부터 회신을 약속하는 

동급 최고의 서포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8시간 내의 회신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빠른 대응을 자랑합니다.” 

– Ulf Liljegren, Phase On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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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F 100MP 

해상도 1억1만화소

장노출 60분

16 비트 Opticolor+ yes

다이나믹 레인지 15 stops

ISO 50 - 12800

렌즈 비율 1.0

센서 타입 CMOS

센서 크기 53.7 x 40.4

유효픽셀 11608 x 8708

픽셀 사이즈 (마이크론) 4.6 x 4.6

출력 이미지 크기 300 DPI 98.3 x 73.2 cm

출력 이미지 크기 600 DPI 49.1 x 36.9 cm

마운트 옵션  +XF / DF / Hasselblad

Tethered capture Firewire 400/800 USB 2/3

라이브뷰

보조 셔터 릴리즈 버튼
(반셔터 포함)

전면 버튼

셔터 릴리즈 버튼
(반셔터 포함)

상단 전면 키

상단 후면 키

전면 다이얼

측면 다이얼

후면 다이얼

후면 버튼

Controls & UI

Imaging Sensor

Capture & Light metering Features

캡쳐 드라이브 모드
Single  

yes

Contiunous  

yes

Low vibration  

yes

노출 브라케팅

2-7 프레임

미러업 전환 yes

라이브뷰에서 촬영 yes

TTL 측광 평균, 스폿, 오토

HAP-1 측광 웨스트 레벨 파인더와 함께 사용 (스폿)

Focus Confirmation
90° Prism  

yes

Waist level Finder   

On top screen

뷰 파인더 블랙아웃 타임 150ms (FPS), 400ms (LS)

AE 잠금 yes

노출 보정 +/- 5 EV

Camera OS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터치 UI

스크린 레이아웃 2 스탠다드 레이아웃

사용자 모드 3 구성

사용자 설정 80가지 이상 설정

백을 통한
사용자 업그레이드

yes

한손 액세스 제어 가능

HAP-1

오토포커스 센서 HAP-1 1MP CMOS Sensor

오토포커스 프로세서 HAP-1 프로세서(부동 소수점 아키텍쳐)

오토포커스 보조광 HAP-1 정밀 백색광

과초점 포인트 포커싱 yes

오토포커스 업그레이드
배열 & 패턴 yes

오토포커스 모드 스폿, 평균, 과초점

포커싱 스크린 교환 매트(기본), 스플릿, 센터 프리즘

Focus & Autofocus

H N E Y B E E
AUTOFOCUS PLATFORM

90° Prism Waist level

모듈식 뷰파인더 Yes

시야율 97% 97%

디옵터 교환 3 옵션 7 옵션

디옵터 범위 Range from -5 to +3 Range from -3 to +2

기본 디옵터 배율 -2.5 to +2.5 0

디옵터 접이 no yes

노출 정보 보기 yes 상단 스크린

Viewfinder

Size & Weight Dimensions 
(W x H x D)

Weight

XF 카메라 시스템* 
w/ 90° 프리즘 뷰파인더 152 x 135 x 160 (mm) 1390g

XF 카메라 시스템* 
w/ 웨스트 레벨 파인더 152 x 173 x 160 (mm) 1020g

XF 카메라 바디
(배터리 제외)

152 x 108 x 85 (mm) 790g

IQ3 디지털백 98,5 x 88,5 x 62,3 (mm) 695g

90° 프리즘 뷰파인더 68 x 52 x 152 (mm) 500g

웨스트 레벨 파인더
67 x 17 x 57mm (closed)
67 x 65 x 57 (open) 

130g

* 렌즈 제외

What’s in the box XF 100MP
Camera System

Phase One XF 카메라(프리즘 뷰파인더 포함) yes

IQ 디지털백 100MP

웨스트 레벨 파인더 옵션

Schneider Kreuznach 80mm LS f/2.8 렌즈 yes

Capture One Pro 9 yes

Pelican Storm Carry On Case yes

F-stop Phase One flexible ICU(케이스 내부 폼) yes

F-stop Phase One Laptop 노트북 차양막 yes

IQ3 및 XF 충전기 yes

3400 mAh 배터리 4

16 GB CF-카드 및 리더기 yes

그레이 카드 및 LCC 캘리브레이션 킷 yes

센서 클리닝 킷 yes

파이어와이어 800 및 USB 3.0 케이블 yes

포커싱 스크린 yes

XF 100MP
The Ultimate Camera System

For more information check the technical specification inlay

IQ3 터치 

스크린

USB를 통한

Capture One

HDMI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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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m AF f/2.8

저분산 렌즈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색수차와 높은 콘트라스트 촬영에 

유용

80mm AF f/2.8

뛰어난 광학 성능을 지닌 다목적 

렌즈 모든 촬영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의 디테일과 정확성을 

표현합니다.

35mm AF f/3.5

컴팩트하고 가벼운 광각 렌즈.

거리, 풍경 및 건축사진에 적합

120mm MF f/4 Macro

뷰티, 인물사진 및 매크로 클로즈업 작업 

등에서 놀라운 결과를 제공합니다.

28mm LS f/4.5

645포맷을 풀커버하면서 업계 

최초의 초고속 플래시 동조를 

실현시켰습니다.가장자리까지 

선명한 뷰잉 각도 102도와 최소 

초점거리 35cm는 인테리어, 풍경, 

건축 및 창조적인 에디토리얼 

사진에 이상적인 렌즈입니다.

 

55mm LS f/2.8

Fii-in 플래시 사용은 야외에서 

패션 사진작가가 선호하기도 합니다. 

초고속의 플래시 동조 기능은 

사진작가의 창조적이고 멋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광에서도 쉽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80mm LS f/2.8

많은 사진작가들이 선호하는 

보편적인 초점거리로서 유연성이 

높은 렌즈입니다. 극단적으로 얕은 

피사계심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품질을 보장합니다.

110mm LS f/2.8

인물 및 풍경 촬영에 유용한 초점거리로서, 

특히 전신 패션 및 뷰티, 인물 사진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렌즈입니다.

35mm LS f/3.5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 35mm LS 

렌즈는 중형 645 포맷에서 최고 

품질의 와이드 앵글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테크니컬 카메라 전용 렌즈에서나 

구현되는 건축사진 수준의 품질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플래시와 

데이라이트 촬영 모두에서 훌륭한 

품질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와이드앵글 렌즈입니다.

Focal Plane Lenses

Leaf Shutter Lenses

28mm AF f/4.5

풀포맷의 디지털에서 특히 

이상적인 초광각 렌즈로서 완벽한 

랜드스케이프, 건축 및 창조적인 

작업에 적합합니다.

120mm AF f/4 Macro 150mm AF f/2.8 75-150mm AF f/4

240mm LS f/4.5 40-80mm LS f/4.0 75-150mm LS f/4.0

120mm TS f/5.6 2x Teleconverter

120mm LS f/4.0 Macro

Speciality Lenses

기존의 MF에서 AF 기능을 추가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초점 제공으로 

편리한 매크로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내장된 리미터 기능은 클로즈업 

작업에서 초점 범위 제한을 통하여 

더욱 빠른 오토 포커스를 보장합니다.

슈나이더 크로이츠나흐 120mm LS 

Macro 렌즈는 최고 품질의 마크로 1:1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클로즈업 제품 사진 뿐만 아니라 

클로즈업 뷰티, 액션, 자연 야생 사진에 

이상적인 렌즈입니다.

뛰어난 이미지 품질의 150mm 

망원렌즈는 패션, 웨딩 등의 

인물사진에 유용합니다. 특별한 

효과의 필터 사용 및 비네팅 효과 

등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커싱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다양하고 유연성이 풍부한 준만원 

줌렌즈로서 야외에서의 패션촬영에서 

특히 편리하며, 어떤 거리에서도 

원하는대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뷰티샷이나 이벤트 작업 및 스포츠 

사진, 풍경 사진 등에서 이상적입니다. 

빠른 플래시 동조와 주변광을 

혼합하는 기능은 여러가지 

스펙타클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고성능은 자연 촬영에도 적합합니다.

중형의 편의성과 함께 대형 렌즈의 

품질과 기능을 모두 제공합니다.

스튜디오의 제품이나 음식촬영, 

인물촬영의 창조적인 작업 등을 

위한 모든 초점 영역 및 특수한 초점 

영역에서 뛰어난 이미지를 

완성시킵니다.

40-80mm f/4.0-5.6 슈나이더 

LS 렌즈는 최고의 품질을 요구하는 

로케이션 포토그래들의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이 렌즈는 모든 줌 

레인지에서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구현하고 최고의 프라임 렌즈들 

이상의 광학 성능을 자랑합니다.

슈나이더의 고품질 2X 텔레 컨버터는 

호환되는 렌즈의 초점거리를 2배로 

늘려 사진작가의 주제에 좀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과 최대의 범용성을 

겸비했습니다. 뛰어난 품질과 정교한 

광학 기술을 가진 줌 렌즈로써 뷰티, 

패션 및 에디토리얼 촬영에 특히 

유용합니다.

150mm LS f/3.5

뷰티샷이나 이벤트 작업 및 스포츠 

, 풍경 사진 등에서 이상적입니다. 

빠른 플래시 동조와 주변광을 

혼합하는 기능은 여러가지 

스펙타클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디자인과 

고성능은 자연 촬영에도 적합합니다.

Lens Range
Pha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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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Out
XF 100MP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phase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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