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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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

핫소켓 접점X

플래쉬

적목감소램프

램프LCD

조작다이얼Mode

자동타이머버튼 잠금해제버튼

메인다이얼셔터버튼

셔터버튼 가죽 끈 구멍

플래쉬버튼

그립/

전지실

전지실커버열쇠

보조광AF / 터미널PC

자동타이머 표시

렌즈해제 버튼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 조작다이얼 이미지 존 모드

프로그램P: AE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 전자동:

셔터속도 우선Tv: AE

조리개 우선 초상모드Av: AE :

수동노출M:

심도우선 풍경모드DEP: AE :

플래쉬 동조모드X:

커스텀 기능 설정 근접촬영모드: :

시선입력 모드:

잠금 스포츠 모드: :

이미지 존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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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캡

파인더 접안렌즈

필름감기 모드버튼

서브다이얼 스위치

서브다이얼

잠금AF /

모드 버튼 커스텀기능 설정버튼AF

프레임선택버튼AF

필름확인창

필름되감기버튼

측광모드버튼

핀 리모트 콘트롤3

기능버튼 소켓

수직 그립위치 홀

뒷 커버

수직그립 연결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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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LCD

이 카메라에는 촬영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액정 판넬을 사용합니다LCD .

아래의 그림은 단지 설명을 위해 모든 정보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판넬은 실제로는 그림과 같이 모든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지는 않습니다LCD .

조리개값●

셔터속도● 설정량AEB●

필름감도 점번호ISO DEP● ●

심도표시● 커스텀기능설정●

커스텀기능번호 적목감소기능설정● ●

시선입력 표시 신호음모드설정CAL( )● ●

필름되감기표시 시선입력번호● ●

필름되감기표시●

프래임카운터●

시선입력 표시AF● 설정된다중촬영No●

완료된다중촬여No●

전지확인표시●

표시ISO●

자동노출저장●

모드표시

필름감기모드표시

한장촬영● 적목감소●

연속촬영● 모드표시

고속연속촬영 커스텀기능● ●

자동타이머작동● 모드표시

신호음모드●

표시

측광모드표시 ●다중촬영

평가측광● 모드표시

스폿측광● 노출표시

중앙부중점평균측광● 노출보정량●

측광된수동노출표시●

필름조건표시● 설정량AEB●

필름장전확인 플래쉬노출보정량● ●

필름되감기 확인 적목감소램프작동● ●

필름되감기표시●

플래쉬노출보정모드표시●

초점모드표시

ONE SHOT AF●

AL FOCUS AF●

AL SERVO AF●

수동초점 모든 표시가 꺼짐( AF )●

●조작 다이얼이 에 설정되어도 전지용량 중 소량은 표시판넬을 위해 사용됩니다L .



- 5 -

파인더 정보

아래의 그림은 단지 설명을 위해 모든 정보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파인더는 실제로 그림과 같이 모든 정보를 동시에 나타내지 않습니다.

심도확인마크

매트 스크린

프레임표시AF

합초표시

자동초점동안:●

시선입력 표시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질AF

때 점등 초점이 불가능,

플래쉬 충전완료 표시 할 때 로 점멸8Hz

수동초점동안:●

잠금 표시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질AE

때 점등 그렇지 않으면,

셔터속도 아무 표시 없음

심도 표시AE :DEP1, DEP2

노출표시

END1-5 노출보정량●

수동노출레벨●

설정량AEB●

적목감소램프작동표시●

조리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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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과 다이얼 작동. .Ⅰ

조작다이얼

촬영모드 선택을 위해 돌립니다 다이얼을 위치에 설정하면 다이얼이 잠금이. “L"

되고 전원이 꺼집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서 다이얼을 돌리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다이얼이 해제되면 카메라가 켜집니다. .

메인다이얼

초점모드 필름감기모드 측광모드 또는 프레임선택과 같은 작동은 다른 버튼과, , AF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고 셔터속도나 프로그램의 이동과 같은 작동은 메인 다이얼,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쉬 버튼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 플래시가 튀어나오도록 플래시버튼을 한번누르고

플래시 노출보정 모드를 실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누르십시오 메인 다이얼과.

서브 다이얼은 보정량을 설정하기 위해 조작하십시오 플래시 사용이 끝나면.

원래의 위치로 밀어 넣으십시오

셔터버튼

셔터버튼은 두 단계의 구조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초점과 측광을 맞추기 위해.

반누름 하고 사진촬영 두번째 단계 을 위해 완전히 누릅니다( ) .

서브 다이얼

수동노출 모드에서 조리개 값 선택과 또는 플래시 모드에서 노출보정 설정AE

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서브다이얼 스위치를 사용하여 서브다이얼 작동을 잠금.

할 수 있습니다.

자동타이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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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에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 버튼을 누르면 자동타이머가 실행됩니다LCD .

자동타이머의 해제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버튼을 누르십시오.

필름감기모드버튼

원하는 필름감기 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이 버튼을 누르고 메인 다이얼을 작동

하십시오.

한장촬영 연속촬영 고속연속촬영 선택된 모드가 패널에( : , : , : ) LCD

표시 됩니다.

측광모드버튼

원하는 측광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이 버튼을 누르고 메인 다이얼을 작동하십시오.

평가측광 스폿측광 중앙부중점 평균측광 선택된 모드가( : , : , : )

패널에 표시됩니다LCD .

잠금 커스텀 기능 설정 버튼AE /

이 잠금 버튼을 누르면 노출보정 설정으 변경 없이 현재의 노출계와 노출보정ㅟ

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작 다이얼이 커스텀 기능모드에 설정될 때 선택된 커스텀 기능의 설정이나

해제를 위해 이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모드버튼AF

원하는 초점모드를 선택하기 위해 이 버튼을 누르고 메인 다이얼을 작동하십시

오 선택된 모드가 패널에 표시됩니다.(ONE SHOT AF, AI SERVO AF) LCD .

기능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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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모드 적목감소 모드 신호음 설정모드 다중촬영모드와 필름감도AEB , , , ISO

사이에 있는 스위치를 각각 누르십시오 원하는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메인.

다이얼을 작동하십시오 선택된 모드와 설정이 패널에 표시됩니다, LCD .

초점 선택 버튼AF

프레임 선택모드에 들어가기 위해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누른후 원하는AF .

초점을 선택하기위해 메인 다이얼을 작동하십시오.

카메라 준비사항.Ⅱ

전지 삽입과 확인1.

본카메라는 개의 리튬전지 를 사용합니다 아래와 같이 전지를 삽입하십시오1 6V (2CR5) . .

전지커버 탭을 접고 전지실을 열기위해 시계반 방향으로 돌리십시오1) WAKRMATHL .

전지의 단자가 카메라에 먼저 들어가도록 전지를 삽입하십시오2) + .

전지의 커버를 덮고 확실하게 잠길때까지 잠금쇠를 시계방향으로 돌리십시오3) .

잠금해제 버튼을 누르고 조작다이렁을4) L이외의 위치로 돌리십시오 패널에 표시된 전지표시를. LCD

확인하십시오.

패널에 전지표시가 로 나타나면 전지의 상태가 좋다는 표시입니다LCD .

만약 패널에 아무런 표시도 나타나지 않으면 전지가 거꾸로 삽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지를LCD .●

뺀후 올바르게 다시 삽입하십시오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전지소모 또는 셔터의 열림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다이얼을●



- 9 -

L에 맞추십시오.

전지패널 표시설명

표시 새전지를 준비하십시오: .

표시 전지가 거의 다 소모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새 전지로 교체해 주십시오: . .

표시가 점멸 할때 전지를 교체하여 주십시오:

이 표시가 점멸 해도 셔터가 풀리면 사진은 적절히 촬영됩니다.

전지수명 필름 롤 수( )

이 데이터는 캐논의 표준테스트 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새전지 사용 장 필름 렌즈( , 24 ; : EF28-105mm●

셔터속도 초 무한 에서 최단 촬영거리의 뒤까지 렌즈 초점길이 움직임f/3.5-4.5 USM ; : 1/5000 ; .

그리고 각 프레임 전 초동안 셔트버튼이 반누름 위치에 있을 때 필름감기모드 한잔촬영6 ; : ; AF

모드 시선입력: ONE SHOT AF : AF : ON)

필름을 넣을 때의 카메라 작동도 명시된 값에 포함됩니다.●

사진을 촬영하지 않더라도 셔터버튼이 반누름 되었을 때 셔터속도와 조리개갑이 나타나는 동안●

전지는 소모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자주 반복될 경우 위에 명시된 전지수명에 영향을 미치며.

촬영할 수 있는 필름 롤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렌즈부착2.

카메라 기능변경에 쓰이는 모든 버튼은 타이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해제한 후에 약 초 동안 패널과 파인더에 버튼기능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셔터버튼6 LCD .

도 중간 정도 누른 후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초 동안에도 전지용량은 소모됩니다, 6 ..

커스텀기능 은 측광 타이머 해제에 사용되며 이것으로 전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CF13 .

리듐전지를 교체할 때는 카메라의 모든 기능들이 카메라를 구입해 전지를 처음2CR5●

삽입했을 때의 상태로 됩니다 그러나 시선입력 커스텀 기능 설정과 프레임 카운터는. ,

전지가 교체된 후에도 설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온도 플래시 사용 0% 플래시 사용50% 플래시 사용100%

상온(+20 /68F)℃ 40ROLL 20ROLL 12ROLL

저온(-20 /4F)℃ 15ROLL 9R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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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몸체의 캡을 벗기십시오1) .

렌즈와 카메라를 빨간 점에 맞추고 렌즈를 시계방향으로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십시오2) .

렌즈를 분리할 때에는 렌즈를 시계반 방향으로 돌리면서 렌즈 해제버튼을 누르십시오.●

렌즈를 카메라에서 분리할 때에는 렌즈 표면이나 전기 접점이 손상되지 않도록 접점면을 위로 해

주십시오.

가죽 끈 달기

그림에서 처럼 끈의 고정걸쇠에 끈을 통과시켜 당기십시오.

필름넣기와 되감기3.

조작다이얼을1) L 이외의 다른 위치로 움직입니다.

뒷커버 잠금쇠를 눌러 내려서 뒷커버를 여십시오2) .

필름 용기를 위로 똑바로 향하게 하고 아래 부분이 먼저 카메라에 들어 가도록 끼워 넣습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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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용기를 누르면서 필름선단을 오랜지색 마크가 있는 곳까지 당기십시오4) .

필름이 똑바로 끼워지고 오랜지색 마크에 맞춰졌는지 확인하고 뒷커버를 닫으십시오5) .

필름이 자동으로 프래임으로 맞춰지며 프래임카운터는 을 표시하고 판넬에는 필름용기1 1 LCD●

표시 가 나타납니다.

만약 필름 용기표시가 점멸하면 필름이 바르게 끼워지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필름을 다시 넣으십.●

시오 만약 필름이 올바르게 끼워있지 않을 경우 셔터버튼을 누를 때 셔터가 풀리지 않습니다. .

필름을 넣고 꺼낼 때 카메라 안쪽을 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셔터막은 고정밀로.

제작되었으므로 만지면 쉽게 파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십시오 셔터막을 건드리면. ,

카메라가 적절히 작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우연이라도 손가락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의 측광센서에 의해 적외선 빛이 발광하기 때문에 본 카메라에는

적외선 필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름되감기

마지막 프래임을 촬영한 후 필름은 자동적을 되감기 됩니다 되감기 도중에 판넬의 프레임. LCD

카운터가 카운트 다운을 하고 초점이 표시되어 필름이 되감기 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노출보정량

표시점이 반짝입니다.

되감기가 끝나면 판넬에 표시가 점멸합니다 가 점멸하는 것을 확인한 후 뒷커버를 열고LED .

필름을 꺼내십시오.

필름 도중되감기

필름도중되감기를 위해 필름되감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필름이 완전히 필름 용기안으로 되감기 후. LCD

판넬에 표시가 점멸합니다.

필름 감도 설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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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감도 표시

수동 필름감도 설정범위는 입니다ISO6-6400 .

6,8,10,12,20,32,40,50,64,80,100,125,160,200,250,320,400,500,640,800,

1000,1250,1600,2000,2500,3200,4000,5000,6400

자동 필름감도 설정

부호 필름을 끼웠을 떄 필름감도는 필름용기에 부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정됩니다DX , DX .

자동 필름감도 설정범위는 입니다ISO25-6000 .●

만약 부호 필름이 아닌 다른 필름을 끼우면 판넬에 표시가 점멸합니다DX , LED ISO .●

현재 맞춰진 필름감도는 기능버튼을 누름으로써 확인 할 수 있으며 판넬에 가 나타납니다LED ISO .●

수동필름 감도 설정

부호 필름이 아닌 다름 필름을 사용할 떄나 부호의 필름감도나 아닌 필름감도로 맏추기를DX DX

원할 때에는 수동으로 필름감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조작 다이얼을 크리에이티브 존에 설정하십시오1) .

판넬에 가 표시될 때까지 기능 버튼을 누르십시오2) LCD ISO .

원하는 필름감도에 메인 다이얼을 맞추십시오3) .

이 설정은 셔터버튼이 반누름 되거나 초 경과 후 정상으로 되돌아 갑니다* 6 .

시선입력5.

시선입력AF?

시선입력 란 시선이 주시하는 파인더 스크린 부분의 프레임과 피사체의 초점을 자동적으로AF AF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시선이 주시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카메라의 시선을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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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입력

시선입력 초점기능은 눈의 움직임을 간파하여 자동입력합니다이 기능을 위해서 사용자들의 각각 다른.

눈의 특성 동공의 크기 콘택트렌즈나 안경의 사용여부등등 을 기록합니다 만약 복수의 사람이 카메라( , ) .

를 사용한다면 각 사용자들의 시선입력을 카메라에 등록하십시오.

시선입력 번호는 까지 제공되며 각기 다른 명의 시선입력을 등록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1-5 , 5 .

시선입력을 하는 동안 카메라를 보통의 사진촬영 상태로 수평 잡으십시오( ) .●

만약 실외에서 시선입력을 한다면 햇볕을 등지고 입력하십시오.●

조작 다이얼을 위치에 맞추십시오1) .

판넬에 가 표시됩니다LCD “OFF" .●

메인 다이얼을 원하는 시선입력 번호에 맞추십시오2) .

아직 시선입력이 되지 않은 숫자는 판넬에 점멸합니다LCD .●

눈을 파인더안의 오른쪽 프레임의 깜박임을 주시하면서 셔터버튼을 누르십시오3) AF .

신호음이 두 번 울립니다.●

그 다음 파인더의 왼쪽 프레임의 깜박임을 주시하면서 셔터버튼을 누르십시오4) AF .

신호음이 두 번 울리고 와 시선입력 번호가 시선입력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파인더와 판넬"END" LCD●

에 표시합니다.

시선입력진행이 잠시동안 중단되었거나 파인더의 적색 프레임이 없어지면 셔터버튼을 반 누름AF●

하고 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3 .

주기적으로 신호음이 울리거나 시선입력 번호가 점멸하면 조작 다이얼을 임시 이외의 다른 위치●

로 돌린 후 번 단계부터 시선입력을 다시 하십시오1 .

시선입력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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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선입력이 눈의 착용상태와 다르게 같은 번호에 반복 입력되거나 다른 사람이 연속적으로 실행

하여 시선입력 작동이 불안정하거나 오작동 등이 발생한다면 아래에 설명 로 시선입력을 지우고, AF ,

다시 시선입력을 반복하십시오.

조작 다이얼을 위치에 맞추십시오1) .

메인 다이얼을 지우고 싶은 시선입력 설정 번호에 맞추십시오2) .

잠금 버튼과 프레임 선택 버튼을 동시에 누르십시오3) AE AF .

시선입력 설정이 지워졌다는 표시로 판넬에 시선입력 번호가 점멸합니다LCD .●

촬영 준비사항.Ⅲ

이과에 명시된 준비사항은 조작 다이얼을 크리에이티브 존에서

사용할 때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초점을 시선입력한 다음 계속 진행을 원하거나 촬영을 위해 시선입력 기능을AF

사용하려면 번부터 진행하십시오6 .

시선입력 기능 사용법1. AF

시선입력 의 자동초점 기능AF

이것은 파인더 상에서 응하는 프레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간단히 원하는 초점을 선택할 수 있는AF

기능입니다시선입력 기능은 전자동 촬영과 심도우선 촬영 을 제외한 모든 촬영 모드에서. AF (DEP)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선입력 를 사용하기 전 카메라에 각각이 시선 특성을 입력해야 하며 카메라를 응하는 시선입력AF , ,

번호에 설정하십시오.

시선입력 작동은 시선입력을 할 때와 똑같은 조건에서 콘택스렌즈 또는 안경착용 등 실행해야A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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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수동 초점선택은 시선입력 가 진행 중 일지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AF .●

조작 다이얼을 크리에이티브 존에 맞추십시오1) .

초점 선택 버튼을 누르십시오2) AF .

파인더에 모든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하며 판넬에 프레임 표시가 점멸합니다AF LCD AF .●

개의 프레임을 모두 선택하려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3) 5 AF .

파인더에 모든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하여 판넬에 모든 프레임 표시가 점멸합니다AF LCD AF .●

조작 다이얼을 위치에 맞추십시오4) .

이나 표시가 판넬에 표시됩니다“CAL" ”OFF" LCD .●

메인 다이얼을 적합한 시선입력 번호에 맞추십시오5) .

시선입력 번호들이 판넬에 계속 점등하고 선택되지 않은 시선입력 번호는 판넬에서 점멸LCD LCD●

합니다.

6) 원하는 촬영모드에 조작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가 파인더에 나타나고 가 판넬에 나타납니다“ ” “ ” LCD .●

파인더를 통해 원하는 프레임을 주시하면서 셔터버튼을 반누름 하십시오7) AF .

파인더에서 선택된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하고 초점이 맞춰집니다AF .●

시선입력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번 단계까지 시선입력 표시를 에 맞추십시오8) AF 5 "OFF" .

카메라는 자동초점 선택모드로 돌아갑니다.●

카메라를 시선입력 모드에서 수직으로 들었을 때 초점모드는 수평으로 자동초점 선택모드로 전환되AF ,

며 파인더에 표시가 사라집니다, “ ” .

만약 주시하고 있는 프레임을 카메라가 선택하지 못할 경우에는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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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인더에서 점멸하며 카메라가 초점을 선택하기 위해 자동으로 자동초점 선택모드로 전환1)“ ”

합니다 초점이 맞춰진후 이 계속해서 파인더에 점멸하지만 시선입력 심도확인기능 사용. “ ” AF

이가능합니다 시선입력 모드로 되돌아 가기 위해서는 셔터버튼에서 손가락을 떼고 다시 반누름. AF

하십시오.

촬영장소가 다르면 시선의 상태가 바뀔 수 있으며 시선입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빛의 상태가2) AF .

다른 장소에서 촬영할 때는 현재 사용중인 시선입력 번호에 시선입력 과정을 다시 반복하십시오.

시선입력 때마다 카메라는 시선의 변화를 습득하고 시선입력 기능을 향상시킵니다AF .

만약 시선입력이 눈의 착용상태가 다르게 같은 번호에 반복 입력되거나 다른 사람이 연속적으로●

실행하여 시선입력 가 작동이 불안정하거나 오작동등이 발생한다면 시선입력을 지우고 시선. AF ,

입력 과정을 다시 하십시오.

시선입력 심도확인AF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 시선입력 기능을 사용할 때 모드에서 피사체에 초점을AF , ONE SHOT AF

맞추고 초이내에 파인더의 왼쪽 위에 심도확인 마크를 주시하는 것으로 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5 .

조리개 닫힘 조리개는 셔터버튼에서 손가락을 놓으면 열립니다( ) .

시선입력 모드가 진행되는 동안 시선입력 심도 확인은 수동으로 초점이 선택될 때에도 가능합니AF , AF

다.

시선입력 심도확인은 초점을 맞춘 후 초 이내에 해야 합니다 초 이상이 경과하면 피사체에 초AF 5 .5●

점을 다시 맞추고 심도확인을 초 이내에 다시 보십시오5 .

초점 선택 방법2. AF

수동초점 선택

크리에잍티브 존에는 메인 다이얼을 사용해 파인더에서 원하는 프레임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AF

있습니다.

프레임 선택 버튼을 누르십시오1) AF .

파인더내에 현재 선택된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하고 판넬에 프레임 표시가 점멸합니다AF LCD AF .●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하려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AF .

파인더에 선택된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하고 판넬에 프레임 표시가 점멸합니다AF LCD AF .●

조작 다이얼을 크리에이티브 존에 맞추십시오3) .

카메라는 수동으로 선택된 프레임을 사용하여 초점을 맞춥니다AF .●

자동초점 선택

카메라는 촬영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프레임을 선택합니다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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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다이얼을 위치에 맞추십시오1) .

판넬에 가 나타날 때까지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LCD “OFF" .

조작 다이얼을 크리에이티브 존에 맞추십시오3) .

프레임 선택버튼을 누르십시오4) AF .

파인더에 현재 선택된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하고 판넬에 프레임 표시가 점멸합니다AF LCD AF .●

개의 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기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5) 5 AF .

파인더에 개의 모든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들하고 판넬에 프레임 표시등이 점멸합니다5 AF LCD AF .●

셔터버튼을 반누름 하거나 초가 경과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6 .●

조작 다이얼을 원하는 촬영모드에 맞추고 촬영을 하십시오6) .

카메라는 자동으로 프레임을 선택하고 피사체에 맞춥니다AF .●

필름감기 모드 선택3.

세 개의 필름감기 모드 한 장촬영 모드 연속 촬영모드 고속 연속촬영모드가 가능합니다: , , .

한장 촬영( )

각 프레임을 촬영 후 필름은 한 프레임씩 자동적으로 감깁니다 사진을 촬영 후 다음 촬영을 준비하기. ,

위해 셔터버튼에 손가락을 살짝 위로 올립니다 이 모드는 보통 모드와 같이 사용합니. ONE SHOT AF

다.

연속촬영( )

셔터버튼이 눌려진 동안에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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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연속 촬영( )

셔터버튼이 눌려진 동안에 사진을 고속연속 촬영합니다.

필름감기 모드 버튼을 누르십시오1) .

원하는 필름감기 모드 표시가 판넬에 나타나도록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LCD .

셔터버튼을 반누름 하거나 초가 경과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6 .●

4. 모드 선택AF

세가지 형태의 자동초점 기능 와 촬영이 가능합니다: ONE SHOT AF. AI SERVO AF AI FOCUS AF .

촬영은 전자동 모드에서만 실행되며 수동초점 역시 가능합니다AI FOCUS AF .

모드 버튼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놓으면 타이머는 초동안 모드를 선택합니다1)AF . 6 AF .

원하는 모드 표시가 패널에 표시되도록 메인다이얼을 작동하십시오2) AF LCD .

렌즈의 모드 스위치를 자동초점 촬영을 위해 에 설정되도록 하십시오M/AF AF .●

ONE-SHOT AF

정지된 피사체에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셔터는 피사체에 초점이 정확히 맞춰질 때까지 풀리지.

않습니다 노출은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질 때 결정됩니다 셔터버튼을 반누름 한 상태를 유지하고. .

노출설정의 잠금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로 사진의 구도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AI SERVO AF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셔터버튼을 반 누름하는 동안 피사체에,

연속적으로 선택된 프레임이 초점을 맞춥니다 기능의 동체예측 초점기능은AF . AI SERVO AF

카메라로부터 피사체가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자동초점 선택에.

맞춰져 있을 때 작동은 다음과 같습니다AI SERVO AF .

시선입력 가 켜 있을 때AF

카메라는 선택된 프레임을 사용하여 피사체를 추적하며 연속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AF .

모드에서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파인더에는 응하는ONE SHOT AF ,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하며 합초표시가 점등하고 신호음이 두 번 울립니다AF , .

동시에 셔터속도와 조리개 값이 파인더와 패널에 표시됩니다, LCD .

동체예측 초점기능●

이것은 피사체의 거리와 움직이는 속도를 탐지하고 촬영순간의 피사체 위치를

예측하여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셔터해제는 크리에이티브존.

모드에서 작동에 우선을 두고 이미지존모드에서는 에 우선을 둡니다AF 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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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가 주시하는 시선을 찾아냈을 때 파인더에 선택된 프레임이 적색으로 점등합니다AF .●

시선입력 가 꺼져 있을 때AF

우선 중앙의 프레임을 피사체에 맞추고 초점을 맞추기 위해 셔터버튼을 반 누름 하십시오AF .

그런 다음 셔터버튼이 반 누름 상태에서 중앙 프레임에서 피사체가 움직이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AF

다른 한 개의 프레임으로 이동하여 계속 피사체를 추적합니다AF .

셔터가 풀리기 직전에 노출이 결정됩니다.●

모드에서는 합초 신호음과 표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AI SERVO AF .●

초점 잠금 장치는 이 모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I FOCUS AF

이 모드는 조작다이얼이 전자동 모드 에 맞춰져 있을 때만 실행됩니다 카메라는 자동으로 피사체( ) .

를 따라서 나 를 선택합니다ONE SHOT AF AI SERVO AF .

수동초점

렌즈의 모드 스위치를 에 맞추십시오1) M/AF M .

패널에서 모든 표시가 사라집니다*LCD AF .

피사체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까지 렌즈의 수동 초점링을 돌리십시오2) .

합초 표시가 점등하고 피사체에 초점이 맞았음을 나타내기 위해 신호음이 울립니다* .

카메라가 시선압력 모드에 있을 때 수동초점이 맞추어 지면 파인더에서 가 사라집니다AF .●

거리 범위 창이 갖추어진 렌즈를 사용해 모드에서 자동초점이 맞추어진USM ONE SHOT AF●

후에는 렌즈의 초점모드 스위치를 전환하지 않고서도 렌즈를 수동으로 직접 초점을 맞출수 있습니다.

측광모드 선택5.

세 개의 측광모드 평가 측광 스폿 측광 중앙부 중점 평균 측광이 가능합니다: , , .

평가측광( )

일반적인 피사체에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프레임에 기준을 둔 노출설정은 피사체의 크기. AF ,

위치 전체의 명암등급 전경명암과 배경 명암등의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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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폿 측광( )

이 모드는 파인더의 중앙부분에 측광범위를 한정합니다 이미지 지점의 약 중심 피사체와 배경. ( 3.5%).

사이의 밝기가 큰 차이가 있거나 근접촬영같이 정확한 측광이 요구되는 피사체일 경우 이 모드를 사용,

합니다.

중앙부 중점 평균 측광( )

중심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채화면을 평균하여 측광합니다.

측광모드 버튼을 누르십시오1) .

원하는 측광모드 표시가 패널에 나타나도록 메인다이얼을 작동하십시오2) LCD .

노출보정6.

촬영모드에서 사진을 촬영할 경우 피사체의 상황에 따라 노출을 바꿀수 있는 서브다이얼을 사용AE

할 수 있습니다 노출은 스텝 증가에서 스텝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 1/2 ±2 .

서브 다이얼 스위치를 에 맞추십시오1) .│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후 노출을 확인하십시오2) .

원하는 노출 보정량을 설정하기 위해 서브 다이얼을 돌리십시오3) .

원하는 보정량이 패널과 파인더상에 표시됩니다 보정은 피사체가 과다 노출이되고 보정* LCD . “+” , “-”

은노출부족이 됩니다.

원하는 보정량을 설정한 후 우발적인 설정변경을 막기 위해 서브 다이얼을 에 설정하는 것이 좋습* , 0

니다.

사진을 촬영하십시오4) .

노출보정을 해제하려면 보정량을 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위의 번 단계를 반복한 다음 서브다이얼3● ○

스위치를 에 맞추십시오.○

신호음7.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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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타이머 작동과 크리에이티브존 모드에서 초점완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신호음은 다음과

같이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 조작다이얼을 맞추십시오1) .

기능버튼을 누르면 패널에 가 표시됩니다2) LCD .

패널에 이나 선택되도록 메인다이얼을 돌리십시오3) LCD “1” “0” .

신호음이 켜집니다 가 패널에 표시됩니다1: . LCD .

신호음이 꺼집니다 촬영모드가 설정될 때 가 패널에서 사라집니다0: . LCD .

내장 플래시 사용8.

내장 플래시는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 플래시의 조명각도를 조절하기 위해 자동으로 줌이 됩니다.

(28mm, 50mm, 80mm)

자동 발광

전자동모드( 초상모드 근접촬영모드 에서 피사체가 어둡거나 배경이 빛에 너무), ( ), ( )

강하면 가 파인더에 점등하고 플래시는 자동으로 피사체에 발광하고 발광 후 플래시는 자동“ ”

으로 원위치로 되돌아갑니다.

수동 발광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 필요할 때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도록 플래시 버튼을 누르십시오1) .

파인더에 가 점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셔터버튼을 반누름 하십시오2) “ ” .

사진을 촬영하십시오3) .

플래시를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손으로 부드럽게 아래로 밀어넣으십시오* .

적목감소 기능이 설정되고 셔터버튼이 반 누름 되었을 때 패널과 파인더에LCD

노출보정량 표시가 약 초동안 점등합니다 이 표시가 사라질 때 사진촬영을 위해1.5 .

셔터버튼을 완전히 누르십시오.

내장 플래시는 다음과 같은 렌즈를 사용할 때 플래시의 빛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전용 플래시를 사용하십시오EOS .

과 과 같이 조리개값이 큰 렌즈EF 20-35mm f/2.8L EF 28-80mm f/2.8-4L●

과 과 같은 특 망원렌즈EF 300mm f/2.8L EF 600mm 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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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목 감소기능

플래시 촬영에서 피사체의 동공에 플래시빛에 반사되어 눈이 빨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목 현상.

이라 하며 적목 감소기능을 설정하고 셔터버튼이 반 누름 되었을 때 피사체의 동공의 크기를 줄리고,

적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래시를 발광하기 전 적목감소 램프가 점등합니다 적목감소는.

크리에이티브존 모드와 전자동 초상모드 그리고 근점촬영 이미지 존 모드에서 설정( ), ( ), ( )

할 수 있습니다.

적목감소는 스포츠모드 나 풍경모드 에서는 설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능실행이 되지( ) ( )●

않습니다.

패널에 가 나타나도록 기능버튼을 누르십시오1)LCD “ ”

패널에 또는 을 선택하기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LCD “1” “0” .

적목 감소가 켜지고 가 패널에 표시됩니다1: LCD

적목 감소가 꺼지고 가 패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0: LCD .

렌즈에 붙어 있는 렌즈후드는 내장 플래시 발광시 빛을 방해합니다 내장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후드를 떼어내십시오.

내장 플래시와 외장 플래시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장 플래시는 외장 플래시 장치 또는 커버가 핫 소켓에 부착되었을 때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플래시 버튼을 눌려져 있는 동안 내장 플래시가 아래로 내려지고 패날에 가LCD

점멸하면서 카메라 작동이 멈추면 이것은 고장이 아니니 셔터버튼을 반 누름 하고 정상작동을,

재개하십시오.

플래시 촬영거리 범위 렌즈 사용(EF 28-205mm f/3.5-4.5 USM )

적목감소 기능은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양합니다.●

이 기능은 피사체가 램프에 빛이 나는 동안 램프를 주시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피사체에게 램프를 주시하도록 조언하십시오. ,

적목 감소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더 효과적입니다.

실내화면이 밝을 때●

피사체에 근접촬영을 할 때●

피사체가 적목감소 램프를 주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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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셔터속도와 조리개 값 설정X

만약 셔터속도가 초당 보다 빠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셔터속도를* 1/200 1/200

으로 설정합니다.

플래시 노출 보정9.

이 기능은 내장 플래시와 외장 플래시 장치의 노출등급을 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플래시 노출은.

스텝에서 스텝까지 보정할 수 있습니다1/2 ±2 .

내장 플래시가 나오도록 플래시 버튼을 누르십시오1) .

플래시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고 원하는 보정값을 설정하기 위해 메인다이얼이나 서브다이얼을2)

돌리십시오.

서브다이얼을 사용하면 서브다이얼 스위치를 에 설정하십시오* l .

패널에 가 점등합니다*LCD .

플래시 노출보정 값이 패널과 파인더에 나타납니다 는 노출과다를 나타내고 는* LCD . “+” “-”

노출부족을 나타냅니다.

플래시 노출보정 설정을 마치기 위해 플래시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플래시 노출보정 값이3) ,

패널과 파인더에서 사라지고 노출보정 표시가 나타납니다LCD AF .

원하는 보정량을 설정한 후 우발적인 설정변경을 막기위해 서브다이얼 스위치를 에 설정하는 것이0●

좋습니다.

플래시 노출보정량을 확인하려면 플래시가 터지도록 플래시 버튼을 누르십시오,●

플래시 노출보정량은 수동으로 해제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해제하려면 플래시 노출보정량을.●

에 다시 설정하기 위해 번과 번을 반복하고 난다음 서브다이얼 스위치를 에 설정하십시오0 2 3 0 .

플래시 노출보정과 노출보정은 각각 설정되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AE .●

촬영모드 동조 셔터속도X 조리개값

프로그램P(AE )
주위의 조명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셔터속도가 으로 설정된다1/60-1/200

플래시 조리개 값이 프로그램에TTL

따라 자동으로 설정된다.

셔터우선Tv( )

수동노출M ( )

겨터속도가 또는 더 느린 셔터속도에1/200

수동으로 설정된다.

주위의 조명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된

다.

조리개우선Av( )
주위의 조명수준에 따라 에 자동30“-1/200

으로 설정되고 조리개값을 설정한다.

원하는 조리개 값을 수동으로 설정한

다.

플래시동조모드X ( )
수동으로 셔터속도를 1/200. 1/125, 1/90,

에 설정한다1/60

원하는 조리개 값을 수동으로 설정한

다.

ISO
28mm 80mm

네가티브 필름 슬라이드 필름 네가티브 필름 슬라이드 필름

100 1-5.3m 1-3.7m 1-5.3m 1-3.8m

400 1.2-10.5m 1.6-7.4m 1-10.7m 1.2-7.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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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 노출 순위표

카메라나 외장 플래시 장치에 플래시 노출보정 을 설정할 때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EOS (FEC) .

촬영모드와 기능.Ⅳ

프로그램1. P( AE)

이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피사체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셔터속도와 조리개값을 설정합니다.

조작 다이얼을 에 맞추십시오1) P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셔터버튼을 반누름하고 노출치를 확인하십시오2) .

사진촬영을 위해 셔터버튼을 완전히 누르십시오3) .

프로그램 이동 기능

프로그램 나 심도 모드 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같은 노출치를 유지하면서 셔터속도와 조리개값의AE AE

결합을 바꾸기 위해 프로그램 이동 을 할 수 있습니다 셔터버튼을 반누름한 후에 원하는 셔터속도와“ ” .

조리개값의 결합이 표시될 때 까지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조정은 한 장촬영 또는 연속촬영을 연달아 한 후에 지워집니다.●

프로그램 이동은 내장 플래쉬나 외장 플래쉬 장치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셔터우선2. Tv( AE)

카메라에만 설정FEC 플래시에만 설정FEC 양쪽 모두 설정FEC

Macro Ring ML3 카메라 설정 불가능 -

160E 카메라 설정 불가능 -

200E 카메라 설정 불가능 -

300EZ 카메라 설정 불가능 -

420EZ 카메라 설정 불가능 -

430EZ 카메라 설정 플래시 설정 플래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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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드에서는 셔터속도를 설정하면 카메라가 조명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리개 값을 설정합니다.

조작다이얼을 에 설정하십시오1) Tv .

원하는 셔터속도에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셔터버튼을 반누름하고 노출치를 확인하십시오3) .

사진촬영을 위해 셔터버튼을 완전히 누르십시오4) .

셔터속도 표시

다음과 같은 셔터속도가 가능합니다.

8000 6000 4000 3000 2000 1500 750 500 350 250 200 180 125 90 60 45 30 20 15 10 8 6 4 3 2 0“7 1”

1"5 2" 3" 4" 6" 8" 10" 15" 20" 30"

은 플래쉬를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200 .●

3. 조리개 우선Av( AE)

이 모드에서는 조리개값을 설정하면 카메라가 조명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셔터속도를 설정합니다.

조작다이얼을 에 설정하십시오1) Av .

원하는 조리개값에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셔터를 반누름하고 노출치를 확인하십시오3) .

사진촬영을 위해 셔터버튼을 완전히 누르십시오4) .

조리개값 표시

다음과 같은 조리개 값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1.0 1.2 1.4 1.8 2.0 2.5 2.8 3.5 4.0 4.5 5.6 6.7 8.0 9.5 11 13 16 19 22 27 32 38 45 54 64 76 91

실제 가능한 조리개값의 범위는 렌즈에 따라 다릅니다 부착된 렌즈가 없다면 판넬에 이. , LCD 00●

나타나고 조리개값은 설정될 수 없습니다.

수동노출4.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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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노출

이 위치는 노출치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 사용하십시오.

노출과다

노출부족

이 모드에서는 셔터속도와 조리값 두가지 모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 효과를 위해 노출의 정확한.

조정이 필요할때나 손으로 잡고 노출측정계를 사용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메인 다이얼은 셔터.

속도를 설정하고 서브다이얼은 조리개값을 설정합니다.

조작다이얼을 에 설정하십시오1) M .

서브다이얼 스위치를 에 설정하십시오2) | .

메인다이얼을 원하는 셔터속도에 돌리고 서브 다이얼은 원하는 조리개값으로 돌리십시오3) .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셔터버튼을 반누름하고 적정노출치를 정하십시오4) .

사진촬영을 위해 셔터버튼을 완전히 누르십시오5) .

파인더와 판넬의 노출보정량 표시에 따라 노출치를 조정하십시오LCD .

심도우선5. DEP (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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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드는 초점지역 이내에서 전경과 배경의 두 개의 지점에 자유롭게 초점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다이얼을 에 설정하십시오1) DEP .

프레임 버튼을 사용해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하십시오2) AF AF .

초점을 맞추기 위해 원하는 지점에서 지점 가장 프레임을 맞추고 셔터버튼을 누르십시오3) (A ) AF .

파인더에 합조표시와 표시가 점등할 때 셔터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십시오* "Dep 1“ .

초점을 맞추기 원하는 지점에서 지점 가장 먼 지점에 프레임을 맞추고 셔터버튼을 누르십시오4) (B ) AF , .

파인더에 합조표시와 표시가 점등할 때 셔터버튼에서 손가락을 떼십시오* "Dep2" .

원한다면 와 를 반 로 할 수 있습니다* A B .

만약 조리개값이 점멸하면 원하는 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광각렌즈를 사용하거나, .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진 후 단계에서 단계까지 다시 반복하십시오3 5 .

사진의 구도를 잡고 노출치를 확인하기 위해 셔터버튼을 반누름하십시오5) .

심도촬영에 적절한 노출치와 셔터속도가 파인더와 패널에 표시됩니다* LCD .

셔터속도에서 손을 떼면 가 조리개 값으로 바뀝니다* “DEP" .

원한다면 메인다이얼을 돌려 조리개값과 셔터속도의 노출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사진촬영을 위해 셔터버튼을 완전히 누르십시오6) .

작동도중에 심도우선 를 해제하려면 조작 다이얼을 다른 위치로 돌리십시오AE , .●

줌렌즈를 사용할 때 첫 번째 지점을 설정한 후 렌즈의 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깊은 심도를 원한다면 광각렌즈를 사용하십시오.●

심도를 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피사체의 와 에 초점을 두십시오A B .●

이 방법은 인물을 촬영할 때 배경과 전경을 흐리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최상의 효과를 위해서는.

망원렌즈를 사용하십시오.

심도우선 모드에서는 플래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드에서의 플래시 사용은AE .●

프로그램 모드에서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AE .

만약 시선입력 나 자동초점모드가 설정되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 중앙의 프레임이 사용됩니다AF , AF .●

심도우선 가 설정되었을 때 시선입력 가 켜져 있으면 가 일시적으로 파인더 표시에서AE AF ,●

사라집니다 그러나 파인더에 심도확인 마크를 주시하는 것으로 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래시 동조모드6.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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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반 의 양극성을 지닌 외장 플래쉬 장치가 카메라에 부착되면,

플래쉬가 작동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

-

터미널이나 핫소켓에 연결되는 전용이 아닌 외장플래시 장치 스튜디오의 스트로보와 같은 를 사용PC ( )

하여 플래시 촬영을 원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동조 속도 또는 는. X (1/200, 1/125, 1/90, 1/60)

서브다이얼로 설정되며 조리개 값의 설정은 메인다이얼로 설정하십시오 셔터속도와 조리개값은 수동.

노출 작동과 반 입니다.

사용전에 외장 플래시 장치의 셔터속도와 동조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조작다이얼을 에 설정하십시오1) X .

서브다이얼스위치를 에 설정한 다음 서브다이얼을 원하는 동조 셔터속도로 돌리십시오2) | X .

원하는 조리개값을 설정하기 위해 메인다이얼을 돌리십시오3) .

사진을 촬영하십시오4) .

이미지 존 촬영모드7.

이미지 존 촬영모드는 선택된 모드에 적합한 측광 필름감기와 모드와 같은 모든 카메라의 기능을, AF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이미지 존 촬영모드에 외장플래쉬장치를 사용할 때 사진이 예상 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존 촬영모드에서는 외장플래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미지 존 촬영모드에 의해 설정된 셔터속도가 사용중인 렌즈의 초점거리 이하로 떨어지면“1/ ” ,●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한 흐림을 경고하기 위해 신호음 초당 번 울림 이 울립니다( 2 ) .

전자동( )

이 설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단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초점 노출치 필름감기 등의 모든 것이. , ,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빛이 약하거나 피사체가 역광일 때 플래시가 자동으로 발광합니다.●

내장플래시로 적목감소기능이 가능합니다 페이지 참조.(29 )●

시선입력 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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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자동전환 기능AF

전자동 모드에서 카메라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피사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촬영으로 설정하고 피사체가 움직이면 촬영으로 설정합니다ONE SHOT AE , AI SERVO AF .

카메라가 모드로 전환되면 합초 신호음이나 합초표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AI SERVO AF , .●

카메라가 한번 모드로 전환되면 촬영모드로 다시 전환되지AI SERVO AF , ONE SHOT AF●

않습니다.

초상모드( )

밋밋한 초상의 배경이 흐릴 경우에 선명한 초점의 피사체를 창조하기 위하여 이 모드를 설정하십시오.

사진을 연속촬영하기 위해 셔터버튼을 누르십시오.●

빛이 약하거나 피사체가 역광일 때 플래시가 자동으로 발광합니다.●

내장플래시로 적목감소기능이 가능합니다.●

풍경모드( )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모든 초점이 선명한 풍경사진을 위해 이 모드를 설정하십시오 줌렌즈를 사용.

할 때는 최고의 효과를 얻기 위해 렌즈를 광각의 위치에 설정하십시오.

근접촬영모드( )

렌즈의 내장 매크로 기능의 사용으로 꽃이나 곤충같이 작은 물체의 이상적인 근접촬영을 위해 이 모드

를 설정하십시오 줌 렌즈를 사용할때는 최 확 를 위해 렌즈를 망원에 설정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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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약하거나 피사체가 역광일 때 플래시가 자동으로 발광합니다.●

플래시의 빛이 약하거나 보다 가까운 렌즈초점거리에 의해 부분적으로 방해될 수 있습니다1m/3.3ft .●

고 확 근접사진을 위해서는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십시오.●

스포츠 모드( )

스포츠 이벤트나 빠른 동작의 피사체의 사진촬영을 위해 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셔텨버튼을 반누름하면서 피사체를 따르면 카메라가 연속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셔터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연속촬영도 가능합니다.●

잠금8. AE

잠금 버튼을 누르면 가 파인더에 잠금이 설정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점멸합니다 한번 가AE * AE . *

나타나면 잠금버턴을 해제해도 노출이 고정됩니다 잠금은 그리고 촬영모드에서AE . AE P,Tv, Av DEP

가능합니다.

필름감기 모드가 또는 일 때 모든 연속촬영에 같은 노출 설정치가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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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선택과 측광모드결합을 위한 잠금 작동AE AE

자동 노출지정9. AEB( )

와 수동노출에서 각기 다른 노출치로 연속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자동노출지정을 사용하십시오AE , .

이 기능이 설정되면 노출이 적정노출 노출부족 노출과다와 같이 개의 노출이 순서 로 연속촬영, , , 3

됩니다 설정량은 측광노출치로부터 스텝증가에서 스텝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2 .

자동노출지정은 작은 노출변화로도 현저히 다른 결과를 내는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할 때 특히 효과적

입니다.

이 기능은 연속촬영이나 고속연속촬영이 결합될 때 셔터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으로 각 사진을 위해●

노출치를 변경하면서 순서 로 가지의 노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3 .

자동노출지정은 다음과 같이 각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셔터속도와 조리개값 둘 다 변경된다P : .

셔터속도만 변경된다Av, DEP, M : .

조리개 값만 변경된다Tv, X : .

판넬에서 가 나타나도록 기능버튼을 누릅니다1) LCD AEB .

원하는 노출설정량을 얻기 위해 메인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노출조정량이 도표와 숫자 둘다 판넬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 설정되면 사진이* LCD . “0.5” ,

적정노출 스텝 노출부족 스텝 노출과다 스텝 로 촬영됩니다(±0 ), (-5 ), (+5 ) .

또한 파인더에 설정량이 표시됩니다* .

조작다이얼을 원하는 촬영모드에 설정하고 촬영을 하십시오3) .

자동노출지정을 해제하려면 설정량을 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번과 번단계를 반복해서 실험0 1 2●

하십시오.

수동초점 선택 동체예측 초점 자동초점선택/

평가측광
선택된 프레임에 기준한 측광값AF

고정

셔터버턴의 반누름에 의해 초점이

맞춰진후 프레임 선택에 기준한AF

측광값 고정

스폿측광 중앙 프레임에 기준한 측광값 고정AF

중앙 프레임에 기준한AF

측광값 고정
중앙 프레임에 기준한 측광값 고정A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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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노출지정은 전지를 교환할 때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자동노출지정은 벌브모드나 플래시를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노출지정이 작동하는 동안 판넬과 파인더에 노출레벨이 점멸합니다LCD .●

만약 지정된 노출치를 노출과다나 노출부족으로 이동하기를 원한다면 서브다이얼을 사용하여 노출보정,

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넬에 정확한 설정량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진은 적절한 노출로. LCD

촬영됩니다.

10. 다중촬영

유용한 정보

한 장 프레임에 다중촬영을 할 때 노출보정을

사용하여 노출치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다중촬영수 보정량

번노출2 -1.0

번노출3 -1.5

번노출4 -2.0

위의 보정량은 단지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실제의 보정량은 촬영조건에 따라 다르며

사전테스트에 의해 결정하십시오.

메인다이얼로 다중촬영카운터 조정에 의해 한 프레임에 번의 노출을 할 수 있습니다9 .

판넬에 가 나타나도록 기능버튼을 누르십시오1) LCD .

프레임 카운터에 원하는 다중촬영수를 설정하기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

사진을 촬영하십시오3) .

다중촬영이 촬영되는 동안 판넬에 가 점멸합니다LCD .●

작동도중에 다중촬영모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프레임 카운터를 에 설정하기 위해 번과 번 단계, 0 1 2●

를 반복하십시오.

미리 설정된 다중촬영이 끝나면 필름은 자동으로 다음 프레임에 감기고 다중촬영 모드는 해제됩니●

다.

벌브 장시간 노출 작동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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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이나 불꽃놀이와 같이 장시간 노출이 필요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셔터버튼이 눌려 있는.

동안은 셔터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카메라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삼각 를 사용하십시오.

벌브촬영을 위해 카메라의 리모트 소켓에 리모트 스위치 별매 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60T3( ) .●

벌브 촬영동안 전지의 수명은 새전지로 약 시간입니다6 .●

조작다이얼을 에 설정하십시오1) M .

판넬에 가 나타날 때 까지 셔터버튼을 변경하기 위해 메인다이얼을 돌리십시오 는2) LCD "bulb“ . "bulb"

의 다음 위치에 있습니다”30“ .

서브다이얼 스위치를 에 설정하고 원하는 조리개값에 서브다이얼을 돌리십시오3) | , .

노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셔터버튼을 누르십시오4) .

노출동안 파인더의 표시가 꺼집니다* .

노출동안 판넬에 가 점멸합니다* LCD "bulb" .

자동타이머 기능12.

자동타이머를 사용할 때 카메라를 삼각 나 평평한 곳에 올려 놓으십시오, .

셔터버튼을 누른 후 약 초후 사진이 촬영됩니다10 .

자동타이머 버튼을 누르십시오1) .

판넬에 가 나타납니다* LCD .

사진의 구도를 잡고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셔터버튼을 반누름한 다음 노출치를 설정하십시오2) .

셔터버튼을 완전히 누르십시오3) .

신호음이 울리고 초후에 사진이 촬영됩니다 자동타이머 램프는 사진이 촬영되기 초전 점멸* 10 . 2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타이머 사용이 끝나면 자동타이머 모드를 해제하기 위해 자동타이머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4) .

시선입력 모드와 함께 자동타이머를 사용할 때는 파인더를 주시하면서 셔터버튼을 누르십시오AF .●

사진이 촬영되기전 자동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자동타이머 모드가 해제되고 카운트다운이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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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에서 시선을 멀리하고 셔터버튼을 누르면 파인더에 빛이 들어오고 잘못된 노출설정으로

측광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접안렌즈에서 아이캡을 분리하고.

셔터버튼을 누루기 전에 가죽끈에 있는 커버로 접안렌즈를 덮으십시오.

날짜넣기 모델만 가능. (QD )Ⅴ

수정날짜 모델의 뒤에 년까지 날짜와 함께 자동캘린더가 내장되어 있습니다QD( ) 2019 .

이 기능은 각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날짜와 시간을 사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보다 필름감도가 낮은 필름을 사용할 때는 인쇄되는 문자가 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ISO 100 , .●

어떤 지역은 모델을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QD .●

날짜와 시간넣기

날짜와 시간은 가지의 형태중 한 가지만 넣을 수 있으며 또는 전혀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4 .

다음의 순서 로 날짜의 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버튼을 누르십시오MODE .

년 월 일< >

년 월 일‘92 10 15 (1992 10 15 )↓

일 시 분< >

일 오후15 16:45 (15 4:45)↓

하이픈< >

찍히지 않음------↓

월 일 년< >

월 일 년10 15 ‘92 (10 15 1992 )↓

일 월 년< >

일 월 년15 10 ‘92 (15 10 1992 )

은 월을 표시합니다M .●

은 인쇄확인 표시입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이 표시가 점멸하면 날짜와 시간이 사진에 찍힙니다“-” . .●

판넬의 날짜 기능이 희미해지면 전지를 새것으로 교환하십시오LCD .●

날짜의 오렌지색이 희미하면 인쇄된 날짜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배경을 어둡게 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설정

시간 가 다른 지역을 여행중일 때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

판넬에 날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를 누르십시오1) LCD / MODE .

버튼을 눌러 바꿀 숫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된 위치의 숫자가 점멸합니다 버튼을 눌러2) SELECT . . SET

숫자를 정하십시오.

모든 위치에 설정을 위해 단계를 반복하고 선택이 끝나면 모든 위치의 점멸이 멈추도록3) 2 SEL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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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전지 교체

자동캘린더는 리튬전지 개를 사용합니다 날짜 기능의 판넬이 흐려지면3V (CR2025) 1 . LCD ,

전지를 새것으로 교체하십시오.

뒷커버를 열고 그림처럼 나사를 풀어 전지커버를 떼어내십시오1) .

전지를 빼내십시오2) .

극을 위로 하여 전지를 끼운 후 전지커버를 다시 닫으십시오3) + .

날짜와 시간을 다시 설정하십시오4) .

.Ⅵ 커스텀 기능 조절

카메라를 개인의 기호와 촬영스타일에 맞춤화할 수 있도록 개의 커스텀 기능을 제공합니다16 .

아래와 같이 커스텀 기능을 설정하십시오.

커스텀 기능은 크리에이티브 존 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조작 다이얼을 에 설정하십시오1) .

원하는 커스텀 기능 번호를 선택하기 위해 다이얼을 돌리십시오2) .

판넬에서 로 설정을 바꾸기 위해 커스텀 기능 설정버튼을 누르십시오3) LCD “1” .

설정된 커스텀 기능을 표준설정을 위해 판넬에서 으로 설정을 바꾸도록 커스텀 기능* LCD “0”

설정버튼을 누르십시오.

이외의 위치에 조작다이얼을 돌리십시오4) .

는 판넬에 있습니다* “ ” L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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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기능 설정버튼이 눌러질때마다 판넬에서 과 이 번갈아 바뀝니다LCD 0 1 .

커스텀 설정을 위해 커스텀 기능을 설정합니다1 : .

표준설정을 위해 커스텀 기능을 해제합니다0 : .

커스텀 기능 판넬에서 숫자가 일 때(LCD 1 )

CF-9
플래시를 사용할 때 셔터속도를 초에1/200

고정하십시오.

조리개 우선 모드로 실내에서 플래시 촬영을 할 때AE ,

카메라는 카메라의 흔들림으로 인한 흐림 때문에 느린

셔터속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커스텀 기능은.

조명 조건에 관계없이 셔터속도를 에 고정하여 이러한1/200

상황을 방지합니다.

CF-10 파인더에서 프레임이 겹치는 것을 금지합니다AF .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질 때 보통 프레임은 파인더에AF

적색으로 점등한 초점을 사용합니다 이 커스텀 기능의.

설정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CF-11 잠금 버튼에서 심도확인 기능을 추가합니다AE .
이기능의 설정은 피사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노출치가 설정된

후 심도확인을 위해 잠금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AE .

CF-12 미러 록업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타이머 모드에서 셔터버튼이 완전히 눌러진 후 미러는,

즉시 위로 움직이고 초후에 사진이 촬영됩니다2 .

CF-13
측광타이머 기능을 해제합니다.

모드 제외*DEP

이 기능의 설정은 셔터버튼에서 손가락을 뗀후 초동안6

연속측광되는 타이머를 해제합니다 그러므로 전지가.

절약됩니다.

CF-14 선막에서 후막까지의 동조시간을 변경합니다.
후박의 이동과 함께 플래시 발광이 동조하고 느린 셔터속도를

사용할 때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줍니다.

CF-15
선택된 프레임에 스폿측광을 연결합니다AF .

수동초점 기능을 사용하여 프레임이 선택될때만( AF )

이 기능의 설정은 선택된 프레임과 같은 지점에AF

스폿측광을 실행하며 측광하는 동안 화면보정변경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CF-16 자동플래시 감조 조절을 해제합니다.

이 기능의 설정은 보통 역광의 피사체에 작동하는 자동

플래시 감소 조절 스위치를 해제하며 오후의 햇살과 같이,

강한 빛에 의한 피사체의 역광으로 발생되는 노출부족으르

방지합니다.

CF-1 필름되감기가 고속모드에 설정됩니다. 필름이 표준되감기 모드의 약 로 되감기됩니다2

CF-2 되감기후 필름 선단을 필름용기 밖으로 남깁니다.

이 기능은 도중 되감기 후 부분 사용된 필름을 다시

사용하거나 직접 필름을 현상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셔터는.

뒤커버를 열고 항상 가장 빠른 로 작동합니다1/4000 .

CF-3 필름의 자동 필름감도 설정을 해제합니다DX .
이 기능을 필름감도를 보정하기를 원하거나 각 테스트로부터

얻어진 필름감도의 효과적인 수동설정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CF-4
셔터버튼에서 잠금버튼까지 자동초점 시작기능을AE

전환합니다.

이 기능이 설정되면 셔터버튼이 반누름되었을 때는

자동초점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잠금버튼은 노출설정과. AE

자동초첨개시를 동시에 잠급니다.

CF-5
셔터버튼이 완전히 위치에 돌아온 후에만 다음OFF

노출이 되도록 한 장 노출작동을 변경합니다.

이 기능의 설정은 각 노출전에 플래시 측광치를

받아들입니다.

CF-6
자동초점 작동이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잠금버튼의AE

기능을 변경합니다.

로 스포츠 촬영을 할 때 어떤 지점에 초점을AI SERVO AF

임시로 고정하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이기능은.

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CF4 .

CF-7
자동초점을 하는 동안 보조광이 점등되는 것을AF

금지합니다.

이 기능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사진에 보조광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데AF

유용합니다.

CF-8
한 장 프레임 촬영 후 다중 노출촬영의 해제를

금지합니다.

매번 자동노출을 재설정하지 않고 연속되는 프레임에

다중촬영을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현재의 프레임.

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된 다중촬영의 마지막 노출 후

셔터버튼을 계속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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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와 이 둘 다 설정되면 만 사용됩니다CF4 CF6 , CF4 .●

만약 와 이 둘 두 설정되면 만 사용됩니다CF4 CF11 , CF4 .●

커스텀 기능 설정은 크리에이티브 존 촬영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가 선택되었을 때 카메라를 햇빛을 향해 두지마십시오CF12●

셔터막이 그을릴 수 있습니다( .)

참조.Ⅶ

1. 노출경고

촬영모드 경고 점멸표시 의미 조치

프로그램P( AE)

30" 3.5 셔터속도 와30“

렌즈의 최 조리개 사용

피사체가 너무 어둡다 플래시를 사용하십시오.

8000 22 셔터속도 과1/8000

렌즈의 최소 조리개

값 사용

피사체가 너무 밝다.
중간농도의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셔터우선Tv( AE)

125 3.5 렌즈의

최 조리개값 사용

피사체가 노출부족이

됩니다.

더 느린 셔터속도를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125 22 렌즈의

최소조리개값 사용

피사체가 노출과다가

됩니다.

더 빠른 셔터속도를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조리개우선Av( AE)

30“ 8.0 셔터속도 30”
피사체가 노출부족이

됩니다.

더 큰 조리개값을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8000 8.0 셔터속도 1/8000
피사체가 노출과다가

됩니다.

다 작은 조리개 값을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심도우선DEP( AE)

60 5.6 산출된 조리개값
원하는 심도를 얻을

수있습니다.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져서1)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줌렌즈를 사용할 때2)

광각렌즈를 사용하십시오.

30“ 3.5 셔터속도 와30”

렌즈의 최 조리개값 사용

피사체가 너무 어둡다.

플래시를

사용하십시오 프로그램 에서.( AE

사용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8000 22 셔터속도 과1/8000

렌즈의 최소 조리개값 사용

피사체가 너무 밝다.
중간 농도의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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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를 사용할 때의 노출 경고

촬영모드 경고점멸표시 의미 조치

프로그램P( AE)
200 22

필인플래시를 사용할때 셔터속도,

과렌즈의 최소 조리 개 값 사용1/200

전체의 이미지에

노출과다가 됩니다.
플래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셔터우선Tv( AE)

200 22

렌즈의 최소조리개 값 사용

전체의 이미지에

노출과다가 됩니다.
플래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200 3.5

렌즈의 최 조리개값 사용

배경에 노출부족이

됩니다.
피사체에 적절한 노출이 됩니다.

조리개우선Av( AE)

200 5.6

셔터속도 1/200

전체의 이미지가

노출과다가 됩니다.

조리개값을 더 작게 하기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30“ 5.6

셔터속도 30"

배경에 노출부족이

됩니다.

조리개값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메인 다이얼을 돌리십시오.

프로그램 라인 특징2.

본카메라는 렌즈의 초점길이와 최소 최 조리개값을 산출하여 셔터속도와 조리개값의 결합을 선택하,

는 향상된 자동 프로그램 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AE" .

조리개EV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15 8 4 2 1 2 4 8 15 30 60 125 250 5001000 2000 4000 8000

셔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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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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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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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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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된 선 렌즈를 사용할 때: EF 50mmf/1.8
검은선 렌즈를 위치에서 사용할 때: EF 28-105mmf/3.5-4.5 28mm
검은 점선 렌즈를 위치에서 사용할 때: EF 28-105mmf/3.5-4.5 105mm

프로그램 이동 특성

프로그램 이동으로 셔터속도와 조리개값의 결합을 표시합니다.●

조리개EV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15 8 4 2 1 2 4 8 15 30 60 125 250 5001000 2000 4000 8000

셔터속도->

기능 결합표3.

이미지 존 모드 기능 결합

와 필름감기 모드AF

4

3

2

1

0

-1

-2

-3

-4

-5

3 2

22

16

11

8

5.6

4

2.8

2

1.4

1.0

촬영모드

모드AF 프레임 선택AF 필름감기 모드 측광모드 내장 플래시

ONE

SHOT
AI FOCUS AI SERVO 전자동

시선입력

AF
한장 연속 평가 자동 OFF

전자동 ● ● ● ● ●

초상 ● ● ● ● ●

풍경 ● ● ● ● ● ● ●

근접촬영 ● ● ● ● ● ●

스포츠 ● ● ● H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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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Ⅶ

이 과에 명시된 부품들은 별매됩니다.

수직 그림(VG10)

이 전용그립은 카메라를 수직으로 잡았을 때의 작동을 위해

최적의 위치에서 셔터버튼 잠금 메인 다이얼 초점, AE , , AF

선택버튼과 손잡이 끈 선택사양 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 .

스피드라이트 430EZ

이 전문 플래시 장치는 앞선 기능들과 의141ft/43m

강력한 가이드 번호 가 설계되어 있습니다(ISO 100) .

세 가지 타입의 확장 전지팩은 확장된 플래시촬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는 당향한 촬영상황과. 430EZ

필인 플래시를 쉽게 하도록 프로그램 조절을 활용합니다A-TTL .

내장 플래시 노출보정 기능은 전체의 빛 조절을 위해 카메라에서

플래시 발광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특성은.

초당 번까지 플래시를 발광할 수 있는 고속용 조명 플래시10 ,

느린 셔터 플래시 발광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의 효과를 위한 두 번째

셔터막과 튀어 오르는 플래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커싱 스크린

다양한 응용에 적합한 교체 가능한 여섯 개의 포커싱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치를 위한 전동도구와 같이 제공됩니다.

표준 매트 스크린(1) (Ed-Ne)

모드AF

필름감기모드
ONE SHOT AI SERVO

한장

잠금과 잠금은 완료를 위해 동시에AF AE AF

지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에만 셔터를. AF

놓으십시오.

는 피사체를 따르고 노출은 셔터가 풀리는AF

즉시 결정됩니다.

연속
잠금과 잠금은 완료를 위해 동시에AF AE AF

지정할 수 있습니다.

는 피사체를 따르고 노출은 셔터가 풀리는AF

즉시 결정합니다 는 피사체를 따라 노출이. AF

연속되는 동안 조절됩니다.

고속연속 위와 같음 최 약 프레임( 5 ) 위와 같음 최 약 프레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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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렌즈와 함께 일반적인 촬영에 사용함

초점감지 표시의 스크린(2) (Ed-O)

모든 렌즈와 함께 일반적인 촬영에 사용되며 초점감지기의 모양에 응,

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격자 매트 스크린(3) (Ed-D)

모든 렌즈와 함께 일반적인 촬영에 사용되며 구도를 돕기위해 격자,

선이 있으며 매크로 렌즈를 사용하여 복사작업을 하는데 유용합니다, .

스케일 매트 스크린(4) (ED-H)

근접촬영 확 와 현미경 촬영을 위해 사용됨 중앙과 가장자리에, .

있는 스케일은 구도와 배율을 결정하는데 유용합니다.

올 매트 스크린(5) (Ed-C)

모든 렌즈와 함께 일반적인 촬영에 사용됨

각 포커싱 스크린의 표면은 매우 고정밀 표면처리되었습니다.

스크린을 교체할 때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건드리지 마시고 스크린에 제공된,

전용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스크린에 제공되는 사용설명서를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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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가지고 다니는 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카메라를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다니십시오.

캐논은 본 카메라를 위해 설계한 두 개의 전용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세미 하드 케이스 L(EH7-L)

카메라 몸체와 또는 줌 렌즈용EF 35-80mm f/4.5~5.6 USM EF 35-105mm f/4.5~5.6USM

세미 하드 케이스 LL(EH7-LL)

카메라 몸체와 또는EF28-105mm f/3.5~4.5USM, EF 28-80mm f/3.5~5.6USM 35-135mm f/4.5~5.6USM

줌 렌즈용.

시력보정 렌즈

파인더의 접안렌즈에서 시력 보정 렌즈를 부착하면 근시나 원시인 사용자들이 안경이 없이도 잘,

보이며 초점을 쉽게 맞출수 있습니다 내장 파인더 접안 렌즈는 디옵터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 -1 ,

에서 디옵터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개의 시력보정렌즈가 가능합니다 사용중인 안경과 가장+3 -4 10 .

가까운 보정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시력에 가장 잘 맞는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렌즈를 구입하기 전에.

렌즈를 직접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카메라에 부착하기위해 전용어댑터 별매. ( : RUBBER FRAME

가 필요합니다Ed) .

시선입력 기능은 맨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보정 렌즈를 사용하면서 동시에AF .●

안경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아이 컵(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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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파인더가 부착되었을 때 아이 컵 는 파인더의 시도나 시선입력 기능의 정확성을, Ed-E AF

향상시키기 위해 햇빛이나 강한 빛을 피해주십시오.

리모트 스위치 60T3

이 스위치를 카메라의 의 리모트 콘트롤 소켓에 연결하면 카메라의 셔터버튼 신에 리모트3-Pin

스위치를 눌러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접촬영을 하거나 특 망원렌즈를 사용할 때.

카메라의 흔들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카메라에서 떨어져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익스텐션 코드 확장길이 피트 별매 를 연결하십( : 10m/33 , )

시오.

앵글파인더 B

앵글파인더 는 복사와 근접촬영 응용등 많은 과학적인 용도를 위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B .

에 부착하기 위해 전용 아답터 별매 아답터 가 필요합니다( : Ed) .

주요사양 명세

형태와 주요 구성

형태 포칼플랜 셔터 카메라 자동노출 플래시와: 35mm SLR(Single-lens reflex) , ,

모터 드라이브 내장

렌즈 탑재 캐논 답재 전자 신호 전송 시스템: EF-LENS ( )

사용가능 렌즈 캐논 렌즈군: EF-

파인더 고정된 펜타프리즘 수직에서 와 수평에서 의 범위와 무한대에서: eye-level , 92% 94%

렌즈의 확대율50mm 0.73x

판넬 프레임 카운터 모드 필름감기 모드 측광모드 셔터속도 조리개값 필름감도LCD : AF , , , , , ,

전지상태와 노출보정량등 필요한 정보표시

시력보정조절 내장 접안렌즈는 디옵터까지 조절됩니다 시선지점: -1 . ( : 20mm)

포커싱 스크린 교체가능 프레임의 전체 매트 스크린: , AF

셔터 수직이동 포칼플랜 전자 제어 셔터: ,

셔터속도 초와 벌브: 1/8000~30

최대 동조 속도 초X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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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초점

조절 시스템AF : TTL-SLR(Secondary Image Registration) Cross-type

사용BASIS(Base-Stroed Image Sensor)

개의 자동 초점모드 기능 와 수동초점 또한 가능함2 : ONE SHOT AF AI SERVO AF, .

초점포인트 개의 초점포인트 제공 카메라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초점 수동초점: 5 , , ,

시선초점 조절

작동범위 에서AF : ISO 100 EV0-18

보조광 필요할 때 자동적으로 발광 초점에 연결되는 기능AF : , .

노출측정

노출측광 존 사용 최대한의 조리개값 측광 세 개의 측광모드: 16 SPC (selicon photocell) , TTL ,

가능 평가측정 스폿측광 중아의 약 범위 와 중앙부 중점 평균 측광, , ( 3.5% ) .

측광범위 에서 렌즈로 에서 까지 평상기온에서: ISO 100 50mm f/4 EV 0 20 ( )

촬영모드 :

프로그램1. AE

셔터우선2. AE

조리개 우선3. AE

심도우선4. AE

전자동5.

프로그램된 이미지 콘트롤 초상 풍경 클로즈 업 스포츠6. ( , , , )

플래시 내장 플래시 또는 전용 스피드 라이트의 또는 프로그램7. AE ( A-TTL TTL

플래시 AE)

플래시 동조 모드8. X( )

수동노출9.

카메라 흔들림 경고 전자동과 프로그램된 이미지 콘트롤 모드에서만 작동합니다 셔터속도: .

가 사용중인 렌즈의 초점길이 보다 더 느린 에서 스텝이 설정“ 1/ ) 0 0.5

될 때 로 신호음이 울림2Hz

다중촬영 개까지 다중촬영이 미리 설정될 수 있음: 9 .

노출보정 스텝에서 스텝 증가: 1/2 ±2

자동노출 지정 스텝에서 스텝 증가: 1/2 ±2 ,

세 번의 연속노출이 잇달아서 촬영됨 적정노출 노출부족 노출과다: , , .

필름 전송

필름감도 설정 부호 에 따라 자동적으로 설정되거나 또는 사용자가 설정: DX (ISO 25-5000)

(ISO 6-6400)

필름 삽입 뒷 커버를 닫을 때 필름의 첫 번째 프레임이 자동적으로 감김: .

필름 감기 전용의 소형모터르 사용 필름감기가 자동으로 됨: .

가지의 필름감기 모드 기능 한 장 촬영 연속촬영 최대 프레임 과 고속 연속촬영3 : , ( 3 )

최대 프레임( 5 )

기타

자동타이머 전자 제어되는 초 지연: 10

커스텀 기능 조절 사용자 선택 가능한 개의 내장 커스텀 기능: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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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전지 개의 리듐전지: 1 6V (2CR5)

전지확인 조작 다이얼을 이외의 위치에 움직이면 자동으로 전지용량 확인 가능: “L” , .

판넬에 전지상태가 표시됨LCD .

크기

용적 : 154(W)x120.5(H)x74.2(D)mm

무게 모델 전지 제외 몸체만: 665/675g(QD ), ( )

내장플래시

형태 접기가 가능한 펜타프리즘의 자동 줌 플래시 콘트롤 시스템 무시 직접 통제함: TTL , ,

가이드 번호 에서 까지(ISO 100. m) : 13(28mm) 17(18mm)

플래시 각도 범위 와 초점길이의 시각범위에 자동으로 줌: 28mm, 50mm 80mm

재충전 시간 약 초: 2

발광조건 전자동광 몇 개의 프로그램된 이미지 콘트롤 모드에서 빛이 어둡거나 역광이:

될때 자동적으로 발광

플래시 조절 조리개값 프로그램 모드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정 조리개: TTL ,

우선 수동노출과 모드에서느 사용자가 수동으로 설정 주위의AE, X ,

조명상황에 따라 자동설정하고 셔터속도 우선 모드에서는 셔터속, AE

도를 수동으로 설정함

동조 셔터 속도 프로그램 모드에서 플래시 프로그램에 따라 초까지X- : TTL AE 1/60 - 1/200

자동으로 설정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 주위의 조명상황에 까지, AE 30-1/200

자동으로 설정 셔터속도 우선 와 수동노출 모드에서 이나 더 느리, AE 1/200

게 수동으로 설정 모드에서 또는 초에 수동으로. X 1/60, 1/90, 1/125 1/200

설정

플래시 연결장치 싱크로 접속 핫 소켓에 직접 연결: X ,

날짜 기능 모델(QD )

형태 까지 날짜 큰 달과 작은 달 그리고 윤년을 위해 보완됨 내장의 날짜 시간 넣기: 2019 ( ) /

기능 날짜 시간 정보의 전용 판넬에 표시, / LCD

날짜출력 형태 년도 월 날짜 날짜 시간 분 날짜 출력 없음 월 날짜 년도: / / / / . / /① ② ③ ④

날짜 월 년도/ /⑤

날짜출력 색깔 오렌지:

시계의 정확도 상온 에서 월당 초 이상 변동: (20 /68F) 90℃

전지 리튬전지: 3V (CR2025)

전지수명 약 년: 3

모든 자료는 캐논의 표준 테스트 방식에 의거하며 일부 사양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오카메라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