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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 l e a s h  Y o u r  Imagination

EOS 300D - 두 역의 이점들을 만끽 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SLR의 이점

>�렌즈를 통한 시야 - 상을 받아들이는 렌즈를 통해 정확한 구도를 구현

>�교환 가능한 렌즈들 - 광각, 망원, 접사, 줌등 50가지 이상의 캐논 

��EF와 EF-S 렌즈들로 부터 선택

>�무한한 독창적인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폭 넓은 노출 제어 모드와 

��셔터 스피드, 촬  모드의 선택

>�고해상도와 충실한 색상의 뛰어난 이미지 화질

>�스피드라이트와 EOS 시스템 액세서리들의 무한한 확장가능 시스템

디지털의 이점

>�밝고 선명한 LCD 모니터상에서 이미지들을 바로 확인

>�필름과 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CF 카드에 저장된 디지털 이미지

>�촬 조건과 부합하도록 ISO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

>�내장 매개 변수 설정값으로 사프니스와 칼라 톤, 색상 비 및 채도를 

��조정

>�촬  후에 이미지 수정 - 디지털 암실 기능

>�캐논의 다이렉트 포토 프린터로 컴퓨터 없이도 스스로 사진을 출력

캐논 EOS 300D와 같은 카메라가 이전에는 결코 없었습니다. SLR의 풍부한 기능들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포착할 수 있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힘으로 즉시 이미지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사용하기 간편하고 소유하는 즐거움을 안겨 드립니다.

편리한 십자 배열의 키는
 메뉴 네비게이션과 

키 설정을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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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강력한 상 처리 엔진       이미징 프로
세서는 EOS 300D의 심장부로 6.3메가 픽셀 CMOS 센서의 모든 
장점을 취하기 위해 특수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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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t  Y o u r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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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메가픽셀 CMOS 센서

전문가용 품질의 이미지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캐논 특허의 고해상 6.3

메가 픽셀 CMOS 센서로 피사체의 

모든 디테일을 잡아내고 색상과 질감

의 미묘한 차이들을 잃지 않도록 그

로 유지시킵니다. EOS 300D 이미지

들은 이제 디스플레이용으로서는 A1 

사이즈까지 확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 광역의 7-pt 오토포커스 

7개의 AF 포인트 중 하나를 포커싱 타겟

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피사체를 뷰파인더

의 거의 모든 곳에 단순히 위치시키기만 

하면 EOS 300D가 자동으로 탐지하여  

즉시 초점을 맞춥니다.

평균 측광
EOS 300D는 다양한 종류의 조명 조건하에서도 균형잡힌 노출을 이루어 내기 

위해 뷰파인더 내에서 35 역으로 분할하여 측광합니다.

ISO 100 - 1,600 

EOS 300D는 ISO 100부터 1600까지의 놀라운 ISO 감도 범위를 갖고 있어 눈

부신 한낮에서 별빛이 비추는 야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촬  조건에도 알맞는 

감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RAW & JPEG

다양한 JPEG 화질 레벨을 선택하거나 손실 없는 압축으로 모든 디테일을 그

로 보존 할 수 있는 캐논의 특허 기술인 RAW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한 번의 촬 으로 RAW와 JPEG (Middle /Fine) 이미지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듀얼 LCD

밝고 선명한 LCD 모니

터의 바로 위에 LCD 

패널이 위치하고 있

8 가지 화이트 밸런스 설정

어떠한 촬  조건하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촬 할 수 있도록 자동 화이트 

밸런스 (AWB)와 DIGIC이 모든 것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또는 다음과 

같은 사전 설정된 화이트 밸런스 설정치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AWB  자동 화이트 밸런스

�     Daylight                     White Flourescent Light

�     Shade�                      Flash

�     Cloudy�                     Custom�

      Tungsten Bulb

감도와 화이트 밸런스 설정값의 변경 기능은 촬 할 때마다 모든 종류의 필름

과 필터를 지니고 다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능입니다.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

부정확한 화이트 밸런스

초고속 광역 7pt 오토포커스

10x 확

밝고 선명한 LCD 모니

터의 바로 위에 촬  

정보용 LCD 패널이 위

치하고 있습니다. LCD 

모니터는 5단계의 밝기 

설정이 가능하고 재생 

모드에서 1.5X에서 10X

까지 확  재생을 할 

수 있어 디테일과 선명

도를 촬 자가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 x p r e s s  Y o u r  

두가지의 색 공간

촬 자가 작업하고자 하는 편집 종류와 �

용도에 따라 SRGB와 Adobe RGB 색 �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적 장면의 표현을 위한 저속 셔터 스피드 배경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는 Av 아름다운 경치를 그 로 재현하는 풍경 모드 근접 촬 용 접사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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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RGB

sRGB

모든 조명 조건에서 단지 카메라를 

겨냥하여 촬 하기만 하면 됩니다.

배경을 흐릿하게 하고 

피사체를 강조시킵니다.

멋진 풍경 사진용 

입니다.

꽃과 곤충들의 세부 

묘사에 이상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촬 시 피사체와 배경을 모두 살리기 

위한 이상적인 조명을 제공합니다.

플래시 사진 촬 이 금지된 

곳에서 이상적입니다.

        조명 조건에 맞도록 셔터 스피

드와 조리개 값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의도적인 

흐릿함을 만들어 내거나 동작이 정지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원하는 셔터 스피

드를 선택합니다.

                                원하

는 조리개 값을 선택하여 피사계 심도

를 조절합니다.

��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을 모두 설정할 수 있어 

완전히 독창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는 

7개의 포커싱 포인트로 가장 가까이 

있는 피사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피사체까지 탐지하여 초점을 맞추는 

"샤프니스 존"을 만들어 냅니다.

사용이 편리한 프로그램 AE 설정값은 촬  구도 로 선택하기만 하면

피사체에만 집중을 하면서도 뛰어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촬 자가 원하는 독창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셔터 스피드와 렌즈 

조리개를 제어합니다.



  I m a g i n a t i o n

1/4000초 셔터 스피드

폭 넓은 셔터 스피드 범위를 제공하므로 동작을 정지시키거나 흐르는 

듯이 움직임을 표현시킬 수 있습니다. 밝은 한낮에서 한밤중까지     

다루지 못하는 피사체는 없습니다.

연속 촬  모드

연속된 촬  장면만이 의도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 EOS 300D는 

2.5fps의 속도로 모터 드라이브 촬  기능을 제공할 것 입니다.

자동 노출 브라케팅

만일 일생에 한 번뿐인 촬 의 기회를 만났다면 성공적인 촬 이 사실

상 보장되는 자동 노출 브라케팅을 사용하십시오 - EOS 300D가 �

한 컷은 측광된 적정 노출로 촬 하고, 한 컷은 보다 밝게 그리고   

또 한 컷은 보다 어둡게, 총 3컷을 연속하여 촬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브라케팅

완벽한 색상의 보장 - 1회의 촬 으로 3컷의 JPEG 이미지 즉, 1컷은 

보통으로 나머지 2컷은 각각 따뜻한 색조와 시원한 색조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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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초에서 촬 되어 정지된 상

초당 2.5프레임으로 연속 촬 !

OVER UNDERNORMAL

WARM COOLNORMAL

이미지 처리용 매개변수의 선택

촬 자의 취향이나 독창성에 맞게 또는 �

특정한 촬  조건

의 요구 사항에   

따르기 위해 모든 

촬  매개 변수를 

촬 자 스스로   

설정합니다. 또한 출력용인 경우 선명하면

서도 뚜렷한 색상값으로 사전 설정된 프리

셋 파라미터 1을 선택할 수 있고, 프리셋 

파라미터 2는 보다 자연스러운 상을 위

하여 중간 계조의 색상을 제공합니다.



T e r m i n o l o g y

Aperture-priority AE

Shutter-priority AE

Program AE

Full Auto

Portrait

Landscape

Close-up

Manual exposure

Depth-of-field AE

Flash OFF

Night Portrait

Sports

Built-in flash

Red-eye reduction /
Self-timer lamp

Main Dial

Shutter button

Remote control
sensor

Grip

X-sync contacts

Hot shoe

EF-S lens mount
index mark

Flash button

Terminal cover

Strap mount

Lens release button

Depth-of-field preview button

<     > button

<SET> button

White balance
selection / <     > button

ISO speed/<     > button    

<      >  button

LCD panel illumination button

Dioptric adjustment knob

Viewfinder eyepiece

LCD panel

MENU button

INFO button

Jump button

Playback button

Erase button

LCD monitor Access lamp

CF card slot cover

AE lock /
FE lock button /

Index /
Reduce button

AF point selector /
Enlarge button

Strap mount

Drive mode
selection button

Power switch

Mode Dial

Exposure compensation / Aperture button

Digital terminal

Video OUT terminal

Remote control terminal 
(for RS-60E3)

13



S p e c i f i c a t i o n s

* The above specifications are based on ISO 100 and Canon’s testing standards
* Figures for recording capacity apply to a 128MB Compact Flash card.
* The actual file size and recording capacity depend on the subject, shooting mode, ISO speed, and processing parameters.

F i le  Size and Recording Capaci ty

RAW + Middle

JPEG Large

JPEG Middle

JPEG Small

Fine

Fine

Normal

Fine

Normal

Fine

Normal

File Size (approx.)

7MB

3.1MB

1.8MB

1.8MB

1.2MB

1.4MB

0.9MB

Recording Capacity* (approx.)

16 shots

38 shots

65 shots

66 shots

101 shots

88 shots

132 shots

Image Quality

Image Format
Image Quality

RAW

LARGE

MIDDL

E

Fine

Normal

Fine

Normal

Fine

Normal

Image Size

3072 x 2048
(approx. 6.3 megapixels)

3072 x 2048
(approx. 6.3 megapixels)

2048 x 1360
(approx. 2.8 megapixels)

1536 x 1024
(approx. 1.6 megapixels)

Compression

LOSSLESS RAW

JPEG

JPEG

JPEG

Compression Ratio

-

Low Compression

High Compression

Low Compression

High Compression

Low Compression

High Compression

TYPE
Type: Digital, single-lens reflex, AF/AE camera with built-in flash
Recording medium: Type I and II CF card
Image size: 22.7mm x 15.1mm
Compatible lenses: Canon EF-S and EF lenses (35mm-equivalent focal length is equal to 
approx.1.6 times the marked focal length.)
Lens mount: Canon EF mount

IMAGE SENSOR
Type: High-sensitivity, high-resolution, large CMOS sensor
Pixels: Effective pixels: Approx. 6.30 megapixels (3088 x 2056), Total pixels: Approx. 6.50 
megapixels (3152 x 2068)
Aspect ratio: 3:2
Color filter system: RGB primary color filter
Low-pass filter: Located in front of the image sensor, non-removable

RECORDING SYSTEM
Recording format: JPEG supporting Design rule for Camera File system (except when 
Adobe RGB is set) and RAW
Image format: JPEG and RAW (12-bit)
File size: (1) Large/Fine: Approx. 3.1 MB (3072 x 2048 pixels), (2) Large/Normal: Approx. 
1.8 MB (3072 x 2048 pixels), (3) Medium/Fine: Approx. 1.8 MB (2048 x 1360 pixels), (4) 
Medium/Normal: Approx. 1.2 MB (2048 x 1360 pixels), (5) Small/Fine: Approx. 1.4 MB 
(1536 x 1024 pixels), (6) Small/Normal: Approx. 0.9 MB (1536 x 1024 pixels), (7) RAW: 
Approx. 7 MB (3072 x 2048 pixels) *Exact file sizes depend on the subject and ISO speed.
File numbering: Consecutive numbering, auto reset
Processing parameters: Parameters 1 and 2, Adobe RGB, and three sets of custom processing 
parameters (4 parameters with 5 available settings each) can be set 
Interface: USB (Standard/PTP) Video output (NTSC/PAL)

WHITE BALANCE
Settings: Auto, daylight, shade, cloudy, tungsten bulb, white fluorescent light, flash, custom
Auto white balance: Auto white balance with the image sensor
Color temperature compensation: White balance bracketing: +/-3 stops in whole-stop 
increments

VIEWFINDER
Type: Pentamirror, eye-level
Coverage: 95% vertically and horizontally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 pixels
Magnification: 0.8x (-1 diopter with 50mm lens at infinity)
Eye point: 21 mm
Dioptric adjustment range: -3.0 - +1.0 diopter
Focusing screen: Fixed, all-matte screen
Mirror: Quick-return half mirror (Transmission: reflection ratio of 40:60, no mirror cut-off 
with EF 600mm f/4 or shorter lens)
Viewfinder information: AF information (AF points, focus confirmation light), exposure 

information (shutter speed, aperture value, manual exposure, AE lock, exposure level), flash 
information (flash ready, red-eye reduction lamp on, high-speed sync, FE lock), shots 
remaining, CF card information 

Depth-of-field preview: Enabled with depth-of-field preview button

AUTOFOCUS
Type: TTL-CT-SIR with a CMOS sensor (TTL secondary image-registration, phase detection)

AF points: 7

AF working range: EV 0.5 -18 (at 20…C/68…F, ISO 100)

Focusing modes: One-Shot AF, AI Servo AF, AI Focus AF, Manual focusing (MF)

AF point selection: Automatic selection, manual selection

Active AF point indicator: Superimposed in viewfinder and indicated on LCD panel

AF-assist beam: Stroboscopic flash Effective range: Approx. 4.0m/13.1ft. at center, approx. 
3.5m/11.5ft. off-center

EXPOSURE CONTROL
Metering system: TTL full aperture metering with 35-zone SPC (1) Evaluative metering 
(linkable to any AF point), (2) Partial metering (approx. 9% of viewfinder at center), (3) 
Centerweighted average metering  (Set automatically in manual exposure mode)

Metering range: EV 1-20 (at 20…C/68…F with 50mm f/1.4 lens, ISO 100)

Exposure control systems: Program AE (Full Auto, Portrait, Landscape, Close-up, Sports, 
Night Portrait, Flash Off, Program), shutter-priority AE, aperture-priority AE, depth-of-field 
AE, manual exposure, E-TTL autoflash

ISO speed: Basic Zone modes: Automatic, Creative Zone modes: Equivalent to ISO 100, 200, 
400, 800, 1600

Exposure compensation: AEB: +/-2 stops in 1/3-stop increments Manual: +/-2 stops in 1/3-
stop increments (can be combined with AEB)

AE lock: Auto: Applied when focus is achieved in the One Shot AF mode with evaluative 
metering

SHUTTER
Type: Electronically-controlled focal-plane shutter

Shutter speeds: 1/4000 - 30 sec. (1/3-stop increments), bulb, X-sync at 1/200 sec.

Shutter release: Soft-touch electromagnetic release

Self-timer: 10-sec. delay

Remote control: Compatible with: Remote Switch RS-60E3 Remote Controller RC-5/RC-1

BUILT-IN FLASH
Type: Auto pop-up E-TTL autoflash (retractable)

Guide No.: 13 (ISO 100, meters), 43 (ISO 100, ft.)

Recycling time: Approx. 3 sec.

Flash-ready indicator: Flash-ready icon lights in viewfinder

Flash coverage: 18mm lens angle covered

Flash metering system: E-TTL autoflash (linked to all AF points)

EXTERNAL SPEEDLITE
EOS-dedicated Speedlites: E-TTL autoflash set with EX-series Speedlites

DRIVE SYSTEM
Drive modes: Single, continuous, Self-timer/Remote control
Continuous shooting speed: Approx. 2.5 fps (at 1/250 sec. or faster speeds) Max. burst during 
continuous shooting: 4 shots

LCD MONITOR
Type: TFT color liquid-crystal monitor
Screen size: 1.8 inches
Pixels: Approx. 118,000
Image coverage: Approx. 100%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 pixels
Brightness control: 5 levels

PLAYBACK
Image display format: Single image, single image (Info), magnified view (Approx. 1.5x-10x), 
9-image index, zoom in, autoplay, image rotation, and jump 
Highlight alert: In the single image and single image (Info) modes, any overexposed highlight 
areas with no image infomation will blink.
 

IMAGE PROTECTION AND ERASE
Protection: Single images can be protected or cancelled.
Erase: Single image or all images in the CF card can be erased (except protected images).

DIRECT PRINTING FROM THE CAMERA
Compatible printers: Canon card photo printers and BJ printers for direct printing from the 
camera
Printable images: JPEG images
Settings: Print quantity, style (image, paper, borders, date), and trimming

PICTBRIDGE
Compatible printers: PictBridge-compatible printers
Printable images: JPEG images
Settings: Date, printing effects (image optimization), print quantity, trimming, paper size, 
paper type, and page layout

MENUS
Menu categories: Shooting menu, Playback menu Setup menu
LCD monitor language: 12 languages provided (English, German, French, Dutch, Danish, 
Finnish, Italian, Norwegian, Swedish, Spanish, Simplified Chinese, and Japanese).
 

POWER SOURCE
Battery: One Battery Pack BP-511/BP-512 *AC power can be supplied via the DC coupler.

Battery life:

                     
Temperature

                            Shooting Conditions

                                                             No Flash                50% Flash Use

                    At 20…C / 68…F                   600 Shots                    400 Shots

                    At 0…C / 32…F                     450 Shots                    350 Shots

*The above figures apply when a fully-charged Battery Pack BP-511/BP-512 is used.
Battery check: Automatic
Power saving: Provided. Power turns off after 1, 2, 4, 8, 15, or 30 min.
Date/time back-up battery: One CR2016 lithium battery

DIMENSIONS AND WEIGHT
Dimensions (W x H x D): 142 x 99 x 72.4 mm / 5.6 x 3.9 x 2.9 in
Weight: 560g / 19.7oz (body only)

OPERATING ENVIRONMENT
Operating temperature range: 0 - 40…C / 32 - 104…F
Operating humidity range: 85% or lower

BATTERY CHARGER CB-5L
Compatible batteries: Battery Pack BP-511/BP-512
Battery mount:                                   1
Power cord length:                             Approx. 1.8 m / 5.9 ft.
Recharging time:                                Approx. 90 min.
Rated input:                                        AC 100-240 V (50/60 Hz)
Rated output:                                      DC 8.4 V
Operating temperature range:            0 - 40…C / 32 - 104…F
Operating humidity range:                 85% or lower
Dimensions (W x H x D):                  91.0 x 32.3 x 67.0 mm / 3.6 x 1.3 x 2.6 in
Weight:                                               105 g / 3.7 oz (excluding power cord)

EF-S18-55mm f/3.5-5.6
Angle of view:                                   Diagonal extent: 74…20’-27…50’
Horizontal extent:                             64…30’-23…20’
Vertical extent:                                 45…30’-15…40’

Construction:                                    11 elements in 9 groups
Minimum aperture:                           f/22-36
Magnification and field of view:     18mm: 0.1x (248 x 161 mm) 
                                                          55mm: 0.28x (81 x 54 mm)
Min. focusing distance:                    0.28 m
Filter size:                                         58mm
Hood:                                                EW-60C (optional)
Max. diameter x length:                    69 x 66.2 mm / 2.7 x 2.6 in
Weight:                                             190 g / 6.7 oz
Case:                                                 LP814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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