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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형 사진

중형 사진은 퀼리티로 승부합니다. 카메라 시스템 설계와 

공정은 모두 주의 깊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퀄리티를 확신할 수 있게끔 디테일이 

훌륭해야 합니다. 촬영은 노출, 초점, 색상 등에 있어 

정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핫셀블라드의 철학입니다. 

핫셀블라드 X1D는 전혀 새로운 중형 카메라입니다. 완전히 

새로 설계된 H6D의 프로페셔널 퀄리티를 계승합니다. 

X1D는 디지털 이미징 테크놀로지의 눈부신 발전 양상 

속에서 안정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X1D는 여전히 안정적인 사진 

동반자로서 꾸준히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입니다. 

핫셀블라드 철학에 충실하도록 전 제품 범위를 관통하는 

호환성과 활용성이 렌즈 및 액세서리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합니다.

이는 X1D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H1, H2, 

H3, H4, H5 그리고 H6 모델에도 해당합니다. 최신 XCD 

렌즈 시스템은 특히 경계를 허물면서 H 시스템의 렌즈를 

범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형 퀄리티로 진입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가 펼쳐져 있습니다. 

핫셀블라드의 비밀 중 하나는 인쇄물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진 작업 과정에서 특정한 수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직시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핫셀블라드는 그토록 많은 시간과 

정열을 카메라 뒤의 제작 과정 디테일과 기준을 확인하는데 

소요 합니다. 

핫셀블라드의 성공에는 어떤 마법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점을, 그리고 그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음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핫셀블라드 스타 퀄리티를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X1D 카메라 시스템에 새 기능과 개선점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새 X1D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 반도카메라 

(www.bandocamera.co.kr)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최신 X1D 카메라 펌웨어를 확인 및 다운로드한 후, 

카메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세요. 최신 기능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유저 가이드의 해당 섹션을 참조하시고 X1D 카메라 

펌웨어 다운로드 방법과 X1D 카메라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중형 포맷의 장점

얕은 피사계 심도

최고의 이미지 해상도를 위한 대형 센서

부드러운 색/톤 처리 

대형 확대 인화에도 놀라운 퀄리티 

HNCS  핫셀블라드 내츄럴 컬러 솔루션

HNCS는 시간을 절약하고 스킨톤에서 고품질의 색상을 

구현하며 자동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제품의 톤을 

재현합니다. 

JPEG & RAW 파일

JPEG 파일은 HNC 프로파일을 사용하므로 폴더에서 

직접 인화해도 놀라운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RAW 

파일은 최종 마스터피스를 위해 보관합니다. 

디지털 렌즈 코렉션

디지털 렌즈 코렉션이 편집 과정에서 파일에 적용됩니다. 

색수차, 왜곡, 비네팅 등 렌즈 설계상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오류를 자동으로 해결해 줍니다. 

핫셀블라드 Phocus 디지털 이미징 소프트웨어 

핫셀블라드 Phocus 디지털 이미징 소프트웨어는 캡쳐한 

파일을 처리하고 파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핫셀블라드 3F 파일 처리가 주 목적입니다. 

Phocus 모바일은 원격 이미지 확인과 연결촬영 컨트롤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Phocus 모바일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용으로 무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X1D 카메라와 렌즈 기능

스테인리스 스틸/알루미늄 카메라 바디

12개의 H 시스템 렌즈 사용 가능 

XCD 시스템 렌즈와 액세서리 

XCD 30mm 렌즈

XCD 45mm 렌즈

XCD 90mm 렌즈

H 시스템 렌즈와 액세서리

H 시스템 렌즈용 어댑터 

렌즈 

24, 28, 35, 50, 80, 100, 

150, 210, 300, 120 매크로, 

50-110 & 35-90 줌 렌즈. 

1.7x 컨버터와 매크로 컨버터 

플래쉬 

니콘 플래쉬 제품을 

TTL-모드로 사용 가능. 

플래쉬 섹션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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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1D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1.3 X1D 기능

H 시스템 렌즈와 액세서리

H 시스템 렌즈용 어댑터 

24, 28, 35, 50, 80, 100, 

150, 210, 300, 120 매크로, 

50-110 & 35-90 줌 렌즈. 

1.7x 컨버터와 매크로 컨버터 

니콘 플래쉬 제품을 

TTL-모드로 사용 가능. 

XCD 30mm Lens XCD 45mm Lens XCD 90mm Lens



모든 품목을 꺼냅니다. 

첨부된 패키지 정보에 있는 모든 품목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품목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되거나 손상된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 

번호를 적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6단계를 

진행합니다. 

Hasselblad 판매자나 유통사에 접촉하고 누락되거나 

손상된 제품의 번호를 말합니다. 

구매 세부 정보와 보증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핫슈 커버

전자식 
뷰파인더 EVF

카메라 바디

렌즈 릴리즈 버튼 

카메라 바디캡         

렌즈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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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도 후 구성품 확인

내용물

X1D 유저 가이드와 

Phocus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USB 스틱

카메라 바디

카메라 바디캡

렌즈 (키트로 구매했을 경우)

렌즈 셰이드

렌즈캡 x 2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1 SD 카드 포함

USB 케이블

스트랩 

구성품 확인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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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X1D 기술 사양

카메라 유형 

구 조 

센서 유형 

센서 크기 

이미지 크기

촬영 모드 

색상 심도 

ISO 설정 범위 

저장 옵션 

색상 관리 

저장 용량 

촬영 속도

파일 형식

자동 초점, 자동 노출, 교환식 렌즈. 지원 중형 포맷 디지털 미러리스 카메라, 

알루미늄 공정. 삼각대 소켓(1/4 및 3/8”) 

CMOS, 5,000만 화소(8272 x 6200화소, 5.3 x 5.3μm) 

43.8 x 32.9mm 

사진: 평균 RAW 3FR 캡처 65MB. TIFF 8bit: 154MB; 비디오: Full HD (1920 x 1080p) 

사진: Hasselblad 3FR 
비디오: H.264 압축(25fps)

싱글 샷 사진, 비디오 

16bit; 다이내믹 레인지 약 14개 스톱 

ISO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12800, 25600 

2개의 SD 카드 혹은 맥/PC에서 연결촬영 

Hasselblad Natural Colour Solution, HNCS 

16GB 카드에 평균 240개 이미지 저장 

TBD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3” TFT형, 24bit 컬러, 920K 화소. 

카메라, 호스트 컴퓨터 및 iOS 장치.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이브 뷰

뷰파인더(EVF)

히스토그램 피드백 

IR 필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지원 

호스트 연결 유형 

추가 연결 

작동 온도 

Wi-Fi 

규 격 

무 게

2.4 메가픽셀 전자식 뷰파인더 (EVF)

후면 디스플레이 

센서 앞에 장착 

Mac 및 Windows용 Phocus, 어도비 카메라 및 어도비 포토샵 라이트룸 호환 

Macintosh: OSX 버전 10.9, PC: XP/Vista/Windows 7(32 및 64bit)/8/10 

USB 3.0(5Gbit/s) 타입-C 커넥터

Mini HDMI, 오디오 입출력 

-10 - 45 ˚C / 14 - 113 ˚F 

802.11 b, g, n, a, ac(a와 ac는 지역별 다름) 

카메라 전체, XCD 45mm 렌즈 포함: 148 x 97 x 125mm [W x H x D] 

1170g (카메라 전체, XCD 45mm 렌즈, 리튬-이온 배터리, 카드 포함) 

렌 즈

셔 터

셔터 스피드 범위 

플래쉬 싱크 속도 

전자 제어 렌즈 셔터. 최대 1/2000초. 모든 셔터 범위에서 플래쉬 싱크 가능. 

XCD 렌즈 사용시 60분 - 1/2000초. HC/HCD 렌즈 사용시 최대 1/800 혹은 1/2000초. (사용한 렌즈 유형에 따라 다름) 

플래쉬는 모든 셔터 스피드에서 사용 가능 

플래쉬 제어
TTL 센터 웨이트 시스템. 니콘 시스템 플래쉬 호환 사용. ISO 범위 100 – 6400. 

출력은 필-인 목적으로 자연광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에서 +3EV까지 조정. 모든 셔터 스피드에서 싱크.

플래쉬 호환 TTL 모드에서 다음 니콘 플래쉬 제품 사용 가능: SB-300, SB-500, SB-700, SB-900, SB-910

포커싱

터치 기능 지원. 끌기, 내리기, 손가락으로 펴서 줌 등의 터치 인터페이스. 컨트롤 다이얼 부착 카메라 그립. 

연결된 컴퓨터 혹은 와이파이 연결 아이폰/아이패드에서 다수의 카메라 기능 및 설정 제어 가능. 

렌즈셔터 내장형 Hasselblad XCD 시스템 렌즈. 자동, 수동 혹은 수동초점 오버라이드 기능. 

모든 HC/HCD 렌즈를 어댑터와 함께 사용 가능. (옵션) 이동을 위해 렌즈 셰이드를 거꾸로 장착 가능.   

자동 혹은 수동 초점. 즉각적인 수동 초점 오버라이드. 명암차 감지 자동 초점 측정. 수동 초점 위해 100% 줌 가능. 

노출 측정
스팟, 센터 웨이트 및 센터 스팟 

측정 범위 스팟: EV2 - 21, 센터 웨이트: EV1 - 21, 센터 스팟: EV1 - 21 

전 원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7.2 VDC/3200mAh)

X1D의 특정 기능은 내장 메뉴 시스템으로 특정 상황 혹은 스타일에 맞게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가능.커스터마이제이션



이미지를 저장하고 편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성능을 

충족 하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대용량 이미지 편집을 

위해 충분한 메모리 용량과 고급 그래픽카드, 최신 

운영체제를 갖춘 성능의 컴퓨터를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컴퓨터에 USB 3 커넥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USB 3 

커넥터를 사용하면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더욱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에서 이미지를 전송하는 데 

USB 연결 SD 카드 리더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age 11, 19, 71, Ian Lawson

Page 74, 75, Dmitry Age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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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스템 사양

 

사진 이미지 크레딧



2 안 전



경고!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카메라와 컴퓨터 

사이에 케이블을 두지 마십시오. 부상 및/또는 장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예비 배터리 팩을 사용한다면 접점에 보호 캡을 사용 

하십시오. 접점을 보호하지 않으면 합선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상 및 장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배터리(배터리 팩 및 내장 배터리)를 직사광선, 화재 등의 

과도한 열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노출될 경우, 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상, 장비 및 주변 환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 

스트로브 및 플래쉬 장치를 조작할 때는 주의해야 부상 및 

장비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고!

본 기기를 거주지 인근에서 사용하면 전파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카메라는 정밀한 

기구 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 

하거나 동급 유형으로 교체하십시오. 

주의! 

지정된 배터리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최대한 보호 커버를 사용하십시오. 보호 커버는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 

장비를 이동할 때는 보호 케이스/카메라 가방을 사용 

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장비를 오일 증기, 스팀, 습한 환경, 먼지로부터 보호 

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건조하고 한랭한 환경에서 물기가 있고 습한 환경으로 

이동할 경우 모든 장비를 비닐 등으로 밀봉하십시오. 

새로운 온도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장비를 비닐에서 

꺼내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잦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와 장비를 습기에서 멀리하십시오. 카메라가 젖으면 

전원에서 분리하고 사용하기 전에 카메라를 건조 

시키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장비를 건조한 환경에 보관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부품을 카메라에서 탈착할 때 주의하십시오. 데이터 버스 

연결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카메라를 들거나 취급할 때 그립/스트랩을 사용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여야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 바디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렌즈 유리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CMOS/센서를 만지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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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전수칙과 경고

2.2

 

주의

 



주의!  

모든 장비는 아동의 손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를 청소할 때는 배터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카메라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제거 

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먼지 등을 이유로) CMOS 앞에서 유리 IR 필터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현지 

Hasselblad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주의!  

압축 공기 캔으로 IR 필터 유리를 닦을 경우 사용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필터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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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폐기

이 제품은 도시 폐기물로 분류해야 합니다. 

지역 폐기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기 능3 



카메라의 EVF는 ISO, 초점 액션, 노출 보정, 조리개, 셔터, 

촬영 가능 캡쳐 수 등을 표시합니다. MF/AF 버튼이나 

ISO/WB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바꿉니다. 전방 다이얼이나 

후방 다이얼을 사용해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같은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나가면 저장됩니다. 

X1D의 디스플레이는 터치 방식으로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 쓸기, 선택, 모으기/벌리기로 

확대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아래의 소프트 버튼 5개와 카메라의 전/후방 다이얼로 

메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전방 다이얼

EVF – 전자식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

후방 다이얼

모드 다이얼

터치 디스플레이 전자식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EVF  

3.1 X1D 인터랙션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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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 카메라의 터치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터치감과 유사합니다. 다음 동작들이 카메라 메뉴를 선택 

하고 컨트롤하는데 사용됩니다. 

3.2 터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작업 기능

오른쪽으로 쓸기

왼쪽으로 쓸기

아래로 쓸기

위로 쓸기

탭/누르기

두 번 탭

뒤로 이동/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이동. 

이미지를 왼쪽으로 이동. 

브라우즈 모드에서만 사용합니다. 

컨트롤 화면 표시. 

컨트롤 화면 숨기기. 

작업/버튼/설정 선택. 

100% 확대. 다시 두 번 탭 하면 

전체 화면으로 축소. 

선택

컨트롤 화면 표시

컨트롤 화면 숨기기

뒤로 이동

확대

축소

탭/한 손가락으로 누르기.

화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기.

위로 쓸기.

오른쪽으로 쓸기.

벌리기(두 손가락 벌리기).

모으기(두 손가락 모으기).

기능 작업

 

메인 메뉴에서 컨트롤 화면 표시

1 메인 메뉴에서 화면을 아래로 쓸면 컨트롤 화면이 표시됩니다. 

컨트롤 화면이 카메라 설정을 표시합니다. 

컨트롤 화면 인터페이스 내에서 설정을 선택해서 신속히 조정합니다. 

화면을 위로 쓸어서 컨트롤 화면을 숨기고 메인 메뉴를 표시합니다.

2

3

4

주의!

컨트롤 화면은 상호작용하고 대부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활성화된 촬영 모드에 의존합니다. 

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AFRAW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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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으로 쓸기

아래로 쓸기

1   아래로 쓸기 2

4   위로 쓸기

메인 메뉴

메인 메뉴

컨트롤 화면

컨트롤 화면

왼쪽으로 쓸기 

위로 쓸기



X1D 카메라의 터치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터치감과 유사합니다. 다음 동작들이 카메라 메뉴를 

선택하고 컨트롤하는데 사용됩니다. 

기능

확대

축소

선택

뒤로 이동

컨트롤 화면 표시

컨트롤 화면 숨기기

작업

두 번 탭

오른쪽으로 쓸기

왼쪽으로 쓸기

아래로 쓸기

위로 쓸기

탭/누르기

기능

100% 확대. 다시 두 번 탭 하면 

전체 화면으로 축소

뒤로 이동/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이동

이미지를 왼쪽으로 이동

브라우즈 모드에서만 사용합니다.

컨트롤 화면 표시

컨트롤 화면 숨기기

작업/버튼/설정 선택

작업

벌리기(두 손가락 벌리기)

모으기(두 손가락 모으기)

탭/한 손가락으로 누르기

오른쪽으로 쓸기

화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쓸기

위로 쓸기

확대 보기

표준 프리뷰

9분할 모드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줌 인/아웃

9분할 모드

9분할 모드는 최대 9개 이미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폴더 안의 모든 촬영된 이미지를 보려면 스크롤을 내리십시오.

9분할 모드를 사용하려면 터치 디스플레이 오른쪽 별표시가 있는 

소프트 버튼을 누르세요. 혹은 두 손가락을 모아서 축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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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의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동작하고 손가락 하나를 

사용하여 화면을 여러 방향으로 쓸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 상/하/좌/ 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상의 버튼과 그립의 다이얼을 사용하여 메뉴 

항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옆은 이용 가능한 설정 옵션의 

예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시작하고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검토하고, 브라우즈 및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미리 보고, 이미지를 확대하여 

미리 보기 클로즈업에서 초점을 확인합니다. 이미지를 

축소하여 한 번에 여러 이미지를 보고, 폴더와 미디어 

를 확인 및 선택합니다.

화면 정보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브라우즈 

모드에서는 이미지 삭제 버튼으로 기능하며 라이브 뷰 

모드에서는 오버레이를 변경합니다. 

소프트 버튼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브라우즈 모드에서 

1개 보기나 9분할 보기로 전환합니다. 라이브 뷰 

모드에서 100% 줌-인 기능을 합니다. 

화면 정보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라이브 뷰 

모드에서는 오버레이를 변경합니다. 

이 버튼은 메인 메뉴를 엽니다. 또한, 메뉴 시스템을 

탐색 하면서 항목을 선택할 때 다른 기능 (예를 들어 

메뉴/ 나가기 버튼 등)을 수행합니다. 

3.3 메뉴 내비게이션

터치 디스플레이 메뉴 항목 설명

버튼 화면 기능

1 브라우즈 버튼

소프트 버튼

선택 버튼

소프트 버튼

메뉴/(나가기) 버튼

이미지 브라우즈로 이동 

위 

선택 

아래 

메인 메뉴로 돌아가기

2

3

4

5

1 브라우즈 버튼  

2 소프트 버튼

3 선택 버튼

4  소프트 버튼

5 메뉴/(나가기) 버튼

컨트롤 화면

메인 메뉴 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AFRAW
JPG

1  

2  

3  

4  

5

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AFRAW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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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디스플레이는 메뉴 및 아이콘을 눌러서 터치 화면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하/좌/ 우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버튼과 

다이얼을 사용하여 화면 메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우측에 3개의 주요 기능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 비디오 설정 및 일반 설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좌측에는 즐겨찾기 설정 단축키가 표시됩니다. 단축키를 

추가/삭제하여 메인 메뉴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메뉴 및 설정 개요

1 터치 디스플레이의 컨트롤 버튼 (예: 메뉴/나가기 버튼) 

전방 다이얼 

셔터 버튼

모드 다이얼

후방 다이얼

 2 
 3 
 

4 
5 

터치 디스플레이 메인 메뉴

메뉴 버튼 (1)로 메인 메뉴로 다시 이동합니다.

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AFRAW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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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에서는 다음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카메라 설정 

(2) 비디오 설정 

(3) 일반 설정 

본 항목은 고정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메인 메뉴 좌측의 아이콘들은 각 기능을 선택하는 즐겨찾기 

쇼트링크들입니다. 다음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Wi-Fi

노출 (+/-)

전원 & 남은 시간

이미지 퀄리티 (RAW/JPG)

초점 (AF)

저장공간

서비스 

메인 메뉴

사용자 고유의 워크플로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즐겨찾기 

설정에 빈번하게 사용하는 설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사용자가 다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삭제할 때까지 메인 메뉴에 

표시됩니다. 쇼트 링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다음 장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메인 메뉴상 즐겨찾는 기능으로 바로 가는 쇼트 링크 추가

이미지 퀄리티 (RAW/JPG)

셀프 타이머 

컨트롤 설정

비디오 퀄리티 1080p

오디오

커스텀 모드 

음향

날짜 & 시간

전원 & 남은 시간

언어

서비스 

이 카메라에 관하여 

즐겨찾는 기능을 쇼트링크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 장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추가 가능 기능들

1 카메라 설정

비디오 설정

일반 설정

+ 기호 (설정 추가)

2 
3 
4 

3.4 터치 디스플레이 메인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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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에서 (A)의 + 기호 선택

즐겨찾기 추가 팝업 스크린이 스크롤 리스트 상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항목들 표시

(예) (B)의 셀프 타이머 선택

메인메뉴에 셀프 타이머 아이콘이 표시되며 

카메라 메모리에 액션이 저장

메인 메뉴 즐겨찾기 항목에서 제거하고 싶은 

기능을 선택한 후 손가락으로 계속 누릅니다. 

(예) (C) 셀프 타이머 

선택한 쇼트링크 우상단에 닫기 기호 X 표시 

X 표시를 눌러서 아이콘을 지우고 메인 메뉴 

즐겨찾기 항목에서 기능을 제거

메인 메뉴 즐겨찾기 항목에 더 이상 셀프 타이머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삭제한 

항목을 다시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에 쇼트 링크 추가 방법

메인 메뉴에서 쇼트 링크 제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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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즐겨찾기 추가 팝업 스크린

메인 메뉴에 셀프 타이머 추가

쇼트링크 제거

1

2

3

4
A  

B  

C  

D  

1 

2
 

3 

4



컨트롤 화면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탭혹은 선택하면 

컨트롤 화면의 설정을 직접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상단에서부터 쓸어 내리거나 디스 

플레이 우측의 소프트 버튼을 눌러서 컨트롤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터치 디스프레이 상단에서 쓸어 올리거나 

디스플레이 우측의 소프트 버튼을 다시 누르면 

컨트롤 화면을 다시 닫을 수 있습니다. 

컨트롤 스크린이 켜졌을 때 측광 기능은 꺼집니다. 

배터리 전원을 아끼기 위해 센서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P 모드를 선택하면 조리개(5.6) 및 셔터(125)가 

자동으로 선택되고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에서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조리개우선(A)에서는 조리개 값을 변경할 수 있고 

셔터 값은 자동으로 변경되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셔터우선(S)에서는 셔터 값을 변경할 수 있고 

조리개값은 자동으로 변경되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컨트롤 화면

컨트롤 화면

P Mode

컨트롤 화면

A Mode

컨트롤 화면

S Mode

컨트롤 화면

컨트롤 화면 보기

컨트롤 화면 닫기 

주의!

컨트롤 화면상 고정된 프로그램

P 모드

A 모드 

S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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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

AF 초점

ISO

조리개

컨트롤 화면 설정

화이트 밸런스
- 흐림 

- 그늘 

- 주광 

- 텅스텐 

- 형광 

- 플래쉬 

- 수동 

- AF-S 싱글 초점 

- MF 수동 초점

AF 초점

 

ISO
- ISO 값을 선택합니다. 

조리개
- 조리개 값을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24 기능



컨트롤 화면 설정

셔터

- 셔터 값을 선택합니다. 

노출 보정

-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슬라이드하여 플래쉬 노출을 조절합니다. 

-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슬라이드하여 노출을 조절합니다. 

노출 모드

- M 수동 

- A 조리개우선 

- S 셔터우선 

- P 자동 

- C1 = 커스텀 프로그램 1

- C2 = 커스텀 프로그램 2

- C3 = 커스텀 프로그램 3 

- 비디오 = 비디오 모드

- 정방형 = 정방형 모드 (ISO가 자동으로 설정) 

 

측광 모드 

- 센터 웨이트 

- 스팟 웨이트 

- 센터 스팟 웨이트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노출 보정

셔터

노출 모드

측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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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화면 설정

드라이브 모드

- 싱글 드라이브 모드 

- 연속 드라이브 모드 

남은 촬영 횟수

- 남은 촬영 횟수를 표시합니다. 

메모리 카드 

- 1은 SD 카드 #1 

- 2는 SD 카드 #2. 

드라이브 모드

싱글 드라이브 모드 
선택

남은 촬영 횟수

256

메모리 카드

1 - SD 카드 #1 

2 - SD 카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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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구성 요소, 버튼 및 컨트롤3.5 

본 장에서 기술된 모든 부품들은 특정 섹션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뤄집니다.

1 모드 다이얼

셔터 릴리스 버튼

전방 다이얼

AF LED 보조광

카메라 그립

스탑 다운 버튼 

2 
3 

4 

5
 

6
 

1 AE 잠금 버튼

AF 드라이브 버튼

후방 다이얼

브라우즈 버튼

소프트 버튼

선택 버튼

이미지 삭제 / 소프트 버튼

메뉴 버튼 

2

3

4

5

6

7

8

1  

2  

3  

4  

5  

6  

1

2 

전자식 뷰파인더 EVF

스피커 

스트랩 홀더

아이 센서

터치 디스플레이

상태 LED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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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우측 마이크로폰

좌측 마이크로폰

스트랩 홀더

이미지 촬상면 표시

SD 카드 슬랏 덮개

외부 연결 슬랏 덮개

렌즈 릴리스 버튼

2 

3 

4
 

5
 

6
 

7

 

1 플래쉬 핫슈

시도 보정 다이얼

전자식 뷰파인더 EVF

터치 디스플레이

셔터 릴리스 버튼

모드 다이얼

ON/OFF 버튼

스트랩 홀더

2

3

4

5

6

7

8

4  

5  

1  

6  

7

8  

1  

3  

3  

2  

4  

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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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정 장치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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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보정 다이얼

원하는 설정으로 맞추기 위해 

시도 보정 다이얼을 돌리세요. 

1

2

3

1  

2  

3  

삼각대 스레드 1/4’’

배터리 탈착 레버

배터리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 초첨/수동 초점 기능을 선택 

합니다.

버튼을 1초간 누르면 카메라가 활성화됩니다. X1D 

시작 로고가 나타난 다음,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몇 

초 후(사용자 지정 가능)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끄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카메라가 

완전히 꺼집니다(디스플레이 끄기 모드에서도 해당). 

버튼을 짧게 누르면 터치 디스플레이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ISO 와 화이트 밸런스 설정으로 직접 

액세스합니다. 한 번 눌러서 ISO 설정을 바꾸고 한번 

더 누르면 WB 설정을 바꿉니다.

3.6 그립 버튼 및 컨트롤

1 AF/MF 버튼

2 ISO/WB 버튼

전방 다이얼과 후방 다이얼은 노출 설정을 바꾸고, 

터치 디스플레이 화면상 항목을 이동하며 브라우즈 

컨트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전방 다이얼

이 버튼은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절반(또는 부드럽게) 

만 눌러서 카메라, 자동 초점 기능, 노출 측정을 활성화 

합니다. 끝까지(또는 더욱 확실히) 누르면 셔터를 릴리스 

합니다. 이 버튼으로 지정된 노출 측정 프로세스와 셀프 

타이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4 셔터 릴리스 버튼

10개의 기본 설정 중에서 선택하세요. Mq, M, A, S, 

P, 완전 자동 모드, 비디오 모드, 그리고 3개의 커스텀 

모드 C3, C2, C1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모드 다이얼

6 ON/OFF 버튼

전방 다이얼과 후방 다이얼은 노출 설정을 바꾸고, 

터치 디스플레이 화면상 항목을 이동하며 브라우즈 

컨트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후방 다이얼

설정에 따라 어떤 버튼은 복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5  

6  

7  

3  

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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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자동/수동 노출 모드의 광량을 

고정하는 AE 잠금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브라우즈할 

때는 축소 버튼으로 사용하거나 센서 장치에서 설정을 

변경할 때는 나가기 버튼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모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AF 드라이브 버튼 (AF-D)는 자동초점 프로세스를 시작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초점을 시작하고 떼면 

자동초점 기능이 멈춥니다. 자동초점 프로세스 결과에 

따라 뷰파인더 중앙의 사각형 기호 색상이 변합니다. 

흰색  -  일반 모드. 피사체에 대한 분석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녹색 - 자동초점 기능이 끝났으며 초점이 정확하게 설정 

됐습니다.

적색  -  자동초점이 초점 맞추는데 실패했으며 정확하게 

설정 되지 않았습니다.  

후방 다이얼은 선택한 기능에 따라 다른 설정을 컨트롤 

합니다. 

이 버튼은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절반(또는 부드럽게) 

만 눌러서 카메라, 자동 초점 기능, 노출 측정을 활성화 

합니다. 끝까지(또는 더욱 확실히) 누르면 셔터를 릴리스 

합니다. 

이 버튼으로 지정된 노출 측정 프로세스와 셀프 타이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방 다이얼은 선택한 기능에 따라 다른 설정을 컨트롤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뷰파인더 화면에서 선택한 조리개 값으로 

심도를 육안 점검합니다. 조리개가 설정에 따라 닫히고 

버튼을 누르는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리개를 동시에 

변경하여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3.7 카메라 바디 버튼 및 컨트롤

1 AE 잠금 버튼

2 AF-D 버튼

3 후방 다이얼

       4 셔터 릴리스 버튼

5 전방 다이얼

스탑 다운 버튼6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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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다이얼 셀렉터 (1) 는 사용중인 카메라 모드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모드 다이얼에는 10개의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 매뉴얼 퀵 모드

= 매뉴얼 모드

= 조리개 우선 모드

= 셔터 우선 모드

= 프로그램 모드

= 자동 모드 

 (ISO 와 WB 가 자동으로 설정)

= 비디오 모드

= 커스텀 프로그램 3

= 커스텀 프로그램 2

= 커스텀 프로그램 1

모드 다이얼 셀렉터

모드 다이얼 셀렉터는 눌러서 잠글 수 있습니다. (2) 잠긴 상태에서 모드 다이얼 셀렉터를 누르면 (3) 풀립니다. 

모드 다이얼 잠그는 방법

모드 다이얼 

풀린 상태 

(나와 있음)

모드 다이얼 

잠긴 상태 

(들어가 있음)

모드 다이얼 푸는 방법

선택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드

3.8 모드 다이얼

Mq

M 

A 

S 

P 

Rectangle
(사각형)

Video  

C3

C2

C1

모드 다이얼 

풀린 상태 

(나와 있음)

모드 다이얼 

잠긴 상태 

(들어가 있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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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고정 프로그램이 있고, 3개의 커스텀 프로그램 

C3, C2, C1 이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모드 다이얼 

(1)을 돌리거나 터치 디스플레이의 컨트롤 화면에서 

프로그램 M, A, S, 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모드에서 조리개는 전방 다이얼로, 셔터 스피드는 

후방 다이얼로 설정합니다. 

자동 모드에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에서 

설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제어합니다. 본 

모드에는 3가지 선택 모드가 있습니다. 

3.9 노출 설정 모드

노출 모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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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퀵 모드

= 매뉴얼 모드

= 조리개 우선 모드

= 셔터 우선 모드

= 프로그램 모드

= 자동 모드 

 (ISO 와 WB 가 자동으로 설정)

= 비디오 모드

= 커스텀 프로그램 3

= 커스텀 프로그램 2

= 커스텀 프로그램 1

선택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드

Mq

M 

A 

S 

P 

Rectangle
(사각형)

Video  

C3

C2

C1



노출 모드를 변경하려면 화면을 아래로 쓸어서 컨트롤 화면을 

표시합니다. 

수동 모드는 사용자가 셔터와 조리개 설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전방/후방 다이얼을 돌려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설정을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노출 눈금 위의 포인터가 중앙 인덱스(뷰파인더 디스플레이) 위에 

있으면 표준 노출로 설정됩니다. 

이 표준 설정에서 벗어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눈금 위에 ‘+ 0.7'이 표시되면 ‘0.7 EV 노출 초과’ 

상황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2'는 ‘2EV 노출 부족' 상황을 

나타냅니다. 수동 모드에서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에 +/- 기호가 

나타나면 노출 보정 설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뒤의 

노출 보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실제 조리개 설정과 셔터 스피드는 노출 눈금 오른쪽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설정에 따라 풀 스탑, 반스탑, 1/3 스탑이 표시됩니다. (증가 

단위 설정 참조). 예를 들어, f/8 ~ f/11 의 중간은 f/9,5으로 

표시됩니다. ( 반스탑을 선택할 경우).

노출 모드

수동 노출 모드

 ● 포인터가 중앙 인덱스를 제외한 다른 곳에 나타납니다. 

EV 조절량을 나타내는 눈금 위의 수치로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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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 모드는 빠른 반응을 위한 수동 노출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X1D가 삼각대에 거치되어 있을 경우 가장 효과적입니다. 

- Mq 모드는 라이브 뷰가 꺼지기 때문에 전원을 절약합니다. 

- Mq 모드는 셔터가 이미 닫혀진 상태에서 바로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 Mq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보다 적은 셔터 움직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조용합니다. 

빠른 수동 노출 모드 (Mq 모드)

Mq 모드 기능

1 먼저 다른 프로그램 모드 (수동 모드 – M 등)에서 

이미지 구도나 초점을 설정하세요. 

Mq 모드는 라이브 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X1D 카메라를 고정된 삼각대에서 사용하세요. 

모드 다이얼에서 Mq모드를 선택하세요.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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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모드를 변경하려면 화면을 아래로 쓸어서 컨트롤 

화면을 표시하거나 뷰파인더에서 EXP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노출은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설정을 반자동으로 

제어하는 2 가지 방법과 완전 자동으로 제어하는 1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전방 다이얼을 돌려서 조리개를 수동으로 선택하면 

카메라가 셔터 스피드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노출 모드

M, A, S, P 모드

자동 노출 모드

조리개 우선 A

후방 다이얼을 돌려서 셔터 스피드를 수동으로 선택하면 

카메라가 조리개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셔터 우선 S

이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EV 측정값(측광 방법은 사용자가 

선택) 에 따라 조리개/셔터 조합을 선택하지만, 다양한 요구 

사항과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사전 설정된 적절한 값으로 

제한합니다. 

자동 P

자동 모드에서 전방 다이얼은 동일한 EV 수치를 유지하면서 

다른 조리개/셔터스피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방 

다이얼은 노출 보정 입력 값을 변경시킵니다. 보정 수치는 

컨트롤 화면이나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에서 +/- 기호로 

나타납니다. 

참고!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설정은 터치 디스플레이의 사용 중 

조명이 깜빡일 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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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텀 모드 C3, C2, C1은 사용자가 선호하는 설정값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C1, C2, C3 각각의 모드에 3개의 서로 다른 커스텀 모드를 

위 과정을 반복해서 저장하세요.

모드 다이얼에서 모드를 선택합니다. M, A, S, P 에서 

선택합니다. (A)의 경우 M이 선택됐습니다. 

프로그램을 변경하세요. ISO, AF/MF, WB 수치를 

원하는대로 설정하십시오. 

터치 디스플레이 우측의 메뉴 버튼을 눌러서 메인 

메뉴에 들어갑니다.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커스텀 모드를 선택합니다.

C1, C2, C3에 저장을 선택합니다.

저장하려면 저장을 선택하고, 저장하지 않으려면 

나가기를 선택하세요. 

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수치를 이제 커스텀 모드 C1에서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을 (B) 처럼 C1으로 선택하세요. 

본 과정의 2번에서 설정한 수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

커스텀 모드 설정 방법

1

2    

3

4

5

6

7

8

9

1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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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면 측광 장치가 그때의 EV 설정으로 잠깁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의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표시 사이에 L(=잠김) 기호가 나타나서 

상태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AE 잠금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토글 기능). 

잠금 설정에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는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EV 값을 나타내는 새로운 조리개/셔터 

조합을 신속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셔터가 

1/125s이고 조리개가 f/8 로 잠겨 있다면, 전방 다이얼을 

움직여서 EV 값이 같은 조합(예: 1/30s / f/16 또는 1/500s 

/ f/4)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 모드에서 측광 영역(스팟 설정)을 그레이 영역과 

유사한 대상의 영역에 놓고 AE 잠금 버튼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노출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더욱 

밝거나 어두운 곳에 측광 존을 놓아서 구도를 재설정하고 

새로운 조리개/셔터 스피드 설정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AE 잠금 버튼(1)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으며, 노출 

잠금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 방식과 혼용 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기능으로 플래쉬 측광 기능이 있습니다(플래쉬의 

AE-잠금 섹션 참조). AE 잠금 버튼의 기능:

AE-L 버튼

수동 및 자동 모드에서 EV 설정을 잠급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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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화면에서 노출 보정을 선택합니다.  

전방 다이얼(B)을 돌려서 플래쉬 보정을 변경하고 그립의 

후방 다이얼(C)을 돌려서 1/3 EV 단위로 노출 정도를 

증가/ 감소시킵니다 . 

수치는 뷰파인더에 ‘+’ 또는 ‘-’가 앞에 붙은 EV 값 

(그림의 A)으로 표시되고, 눈금의 ‘-’에서 ‘+’ 범위 위에 

마커로 표시됩니다. 

AE-L 버튼 (A)을 눌러서 보정 값을 0으로 재설정합니다. 

설정이 저장됩니다. 

설정 확인을 위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설정에

 ‘±' 기호가 표시됩니다. 

고정된 노출 보정 설정

1

2

3

4

5

6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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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수동 모드 및 자동 모드에서 노출 보정 기능은 -5 ~ +5 EV

까지 설정할 수 있고, EV 증가 단위는 1/3, 1/2, 1입니다. 

뷰파인더에서는 눈금 위에 나타나고 터치 디스플레이 

에서는 ± 기호로 나타납니다. 

자동 노출 모드에서 가장 빠르게 보정하는 방법은 후방 

다이얼(B)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빠른 보정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 노출 모드에서 임시 

보정하는 방법: 

기본 설정은 1/3 EV 보정을 제공하고 촬영 후에는 즉시 

설정이 삭제됩니다.

후방 다이얼(A)을 돌려서 원하는 보정 값을 선택합니다.

수치는 뷰파인더에 ‘+’ 또는 ‘-’가 앞에 붙은 EV 값으로 

표시되고, 눈금의 ‘-’에서 ‘+’ 범위 위에 마커로 

표시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컨트롤 화면에 액세스하기 

위해 화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노출 보정 (B)를 선택하세요.

수치 (C)를 바꾸기 위해 슬라이더를 손가락으로 

오른쪽이 나 왼쪽으로 옮기세요.

노출 보정 대화창 바깥을 탭하면 화면에서 나갑니다. 

컨트롤 화면을 위로 쓸어올려서 메인 메뉴로 

돌아가세요.

노출 보정 / 빠른 조정

컨트롤 화면에서 노출 보정

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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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컨트롤 화면 뷰

노출 조정



노출계 노출 모드는 컨트롤 화면에서 변경합니다. 

후방 휠로 선택합니다. 

다양한 측광 모드 

반사 측광 모드는 센터 웨이트, 센터 스팟, 스팟 미터링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출계 노출 모드3.10 

측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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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웨이트

센터 스팟

스팟

측광 모드기호

색조 범위에 특별히 밝거나 어두운 영역이 없는 

곳에서 사용합니다. 뷰파인더에 보이는 이미지의 약 

25%를 고려합니다. 

초점 화면의 중앙 부분에서 이미지의 약 25%에 

해당하는 곳을 강조합니다. 균형 있는 평가가 가능 

하고, 주요 촬영 대상이 이미지 중앙에 있을 때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민감한 영역은 이미지의 약 2.5%입니다(뷰파인더 

화면의 중앙 스팟). 이미지에서 이 영역 밖의 다른 

부분은 노출 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특정 색조를 매우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조 비교에도 매우 유용합니다. 



동영상 녹화하기

3.11 동영상 녹화

먼저 동영상 설정 메뉴에서 동영상 설정을 선택합니다. 

최상의 동영상 결과물을 위해 X1D로 동영상을 녹화할 때 

안정적인 삼각대를 사용하세요. 

1

2

3

4

5

6

주의!

동영상 촬영할 때 동영상 디스플레이

동영상 컨트롤 화면

3.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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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다이얼 (B)에서 동영상 모드를 선택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에 동영상 컨트롤 화면이 표시됩니다. 

라이브 뷰 동영상 아이콘을 눌러서 라이브 뷰 

동영상을 시작합니다. 

동영상이 터치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 (A) 을 누르거나 터치 디스프레이의 

빨간 녹화 아이콘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 (A) 을 누르거나 터치 디스프레이의 

빨간 녹화 아이콘을 눌러서 녹화를 종료합니다.



3.12 연결 포트

1 SD 카드 포트 1

2 SD 카드 포트 2

3 HDMI

미니 HDMI 플러그용 커넥터  

4 오디오 인

오디오 인 마이크로 폰 3.5mm 

스테레오 플러그 전용 커넥터

5 USB 3 연결 플러그

USB 3 플러그 전용 커넥터

6 오디오 아웃

외부 3.5mm 스테레오 

오디오 아웃 플러그 전용 커넥터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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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메모리 카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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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 카메라는 SD 카드를 사용합니다. 2개의 SD 

카드 슬롯이 있으며 옆 사진의 1번과 2번입니다.

SD 카드를 사용할 때, X1D는 별도의 와이어나 

커넥터를 연결할 필요 없이 촬영합니다.

권장하는 타입은 UDMA/type 4/60MBs(400x) 

혹은 이보다 좋은 사양입니다.

X1D는 배송시 16GB SDXC SD 카드가 포함돼 

있습니다. 75-150 장 정도 촬영 가능합니다. 

주의!

X1D 카메라에서 처음 사용할 때 먼저 SD 카드를 

포맷해야 합니다. 

SD 메모리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검정 – 삽입되지 않았음. 작동하지 않음. (3)

     오렌지 – 삽입되었음. 작동함. (4)

     1 혹은 2 [0] = 메모리 카드가 다 찼음

     1 혹은 2 !  = 카드 에러

     잠금 기호 = 카드 편집 보호    



메모리 카드 삽입

SD 카드 삽입

1

2

3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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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를 카메라 뒤쪽으로 

밀어 여세요. 커버가 젖혀집니다.

카드 슬롯 도어가 열리면 SD 카드를 1번(A) 

혹은 2번(B) 슬롯에 장착하세요. 

커버를 원위치로 돌리고 앞쪽으로 밀어서 

(C)처럼 오게 해서 닫아주세요. 



SD 메모리 카드 제거

주의!

SD 카드 제거

1

2

3

4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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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등이 깜박이면 (터치 디스플레이 우측 하단 

모서리)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 카드의 파일이 손상되어 데이터가 손실 

됩니다. 이 경우, 카드를 다시 포맷해야 합니다.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 (A)

카드 슬롯 도어가 열리면 1번(B) 혹은 2번(C) 

슬롯에 장착된 SD 카드를 안쪽으로 꾹 눌렀 

다가 바로 떼 주세요. SD 카드가 SD 카드 

슬롯에서 빠집니다. 

카드를 잡고 카메라에서 빼 주세요.  

커버를 원위치로 돌리고 앞쪽으로 밀어서 

(D)처럼 오게 해서 닫아주세요.



참고!

SD 메모리 카드 포맷

1

2

3

4

5

X1D 카메라는 SD 카드에 78MB/s 속도로 저장합니다. 

모든 SD 메모리 카드는 처음 사용하기 전에 

X1D 카메라에서 포맷되어야 합니다.

저장 메뉴

GENERAL SETTINGS:  STORAGE

Format Card

Format SD 1

Format S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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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Image Slot:

Secondary Slot Usage:

SD 1

None

GENERAL SETTINGS:  STORAGE

Format Card

Destination

Format SD 1

Format SD 2

메인 메뉴  >  일반 설정  >  저장장치  >  포맷 

카메라는 올바르게 포맷한 저장 매체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새 카드는 종종 포맷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 다른 카메라 시스템으로 포맷된 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X1D 카메라에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포맷해야 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메모리 카드 포맷

참고!

메인 메뉴  >  일반 설정  >  저장장치  >  포맷 

메뉴를 누릅니다.

저장장치로 이동합니다.

포맷으로 이동합니다.

SD 카드 포맷으로 이동합니다.

확인을 눌러서 동의합니다. (디스플레이 버튼)



3.14 XCD 렌즈

HASSELBLAD XCD 3,5/45MM LENSHASSELBLAD XCD 3,5/30MM LENS HASSELBLAD XCD 3,2/90MM LENS

테크니컬 데이터 시트는 핫셀블라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    www.hasselblad.com

1

2

3

4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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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목적 역방향 장착할 때를 위한 렌즈 셰이드 인덱스

렌즈 셰이드 인덱스

포커싱 링

렌즈 인덱스

XCD 30mm 렌즈는 X1D 렌즈중 가장 

넓은 화각의 렌즈입니다. 초점 거리는 

24mm 필드 뷰를 제공합니다. 

풍경, 보도, 여행 렌즈로 이상적입니다. 

이 렌즈는 엄청난 퍼포먼스와 컴팩트한 

빌드를 자랑합니다. 71도 수평 화각을 

제공합니다. 근접 촬영에도 놀라운 퍼포 

먼스를 보여줍니다.

XCD 45mm 렌즈는 X1D의 이상적인 

표준 렌즈입니다. 살짝 광각 계열로 

35mm와 유사한 필드 뷰를 제공합니다. 

일반 상황 및 여행 렌즈로 제격입니다. 

X 시스템 렌즈군의 하나로 경량에 

컴팩트한 사이즈는 X1D의 디자인에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XCD 90mm 렌즈는 X1D의 이상적인 

인물용 렌즈입니다. 원거리 초점거리는 

약 71mm와 유사한 필드 뷰를 제공 

합니다. 

넓은 조리개 개방과 함께 이 초점 거리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보케와 함께 좁은 

필드뷰의 피사체를 돋보이게 해 줄 것 

입니다. 



렌즈 제거

3.15 렌즈 제거 및 부착

1 

2

3

4

5

6

7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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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의!

렌즈를 카메라에서 탈착 할 때 주의하십시오. 데이터 

버스 연결 부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바디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렌즈(C)를 한 손으로 잡고 카메라 바디(A)를 잡습니다.

렌즈 제거 버튼(B)을 누릅니다.

렌즈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카메라 바디에서 렌즈(C)를 분리합니다. 

카메라 바디에 보호 캡(D)을 부착합니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분리한 렌즈에 렌즈 보호 캡을 

부착합니다.

렌즈는 렌즈캡을 씌운 채로 보관합니다. 

렌즈 후드(E)는 렌즈 앞쪽이 아니라 렌즈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장착한채로 보관합니다.



렌즈 부착

1

2

3

4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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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렌즈를 카메라에서 탈착 할 때 주의하십시오. 데이터 버스 

연결 부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 바디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렌즈 제거 버튼(A)을 누르고 카메라 바디에서 보호 

캡(B)을 제거합니다. 

렌즈의 빨간색 표시(C)가 카메라 바디의 빨간색 

표시(D)와 일치하도록 렌즈를 정렬합니다. 

렌즈(E)를 카메라 바디(F)에 연결하고 렌즈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이동하기 전에 렌즈가 카메라 

바디에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렌즈 캡 제거

렌즈 캡 부착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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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엄지와 검지를 오목한 곳(A)에 넣습니다. 

오목한 곳(A)을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프론트 렌즈 캡을 제거합니다. 

1

2

3

엄지와 검지를 오목한 곳(A)에 넣습니다. 

오목한 곳(A)을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빈틈없이 맞게 될 때까지 프론트 렌즈 캡을 끼웁니다. 



렌즈 셰이드 제거

1 

2 

렌즈 셰이드 부착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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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모든 렌즈에는 렌즈 셰이드가 제공됩니다. 렌즈 셰이드는 

뒤집어서 끼웠을 때, 이동 및 보관 시 렌즈에 추가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모든 렌즈에는 렌즈 셰이드가 제공됩니다. 렌즈 셰이드는 

뒤집어서 끼웠을 때, 이동 및 보관 시 렌즈에 추가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렌즈 셰이드(A)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렌즈 셰이드(A)를 제거합니다. 

렌즈 셰이드를 렌즈에 끼웁니다. 

렌즈 셰이드(A)의 인덱스가 렌즈 앞쪽의 

인덱스(B)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빈틈없이 맞게 될 때까지 렌즈 셰이드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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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에는 나사형 홈 (XCD 45 와 XCD 90 에는 67mm, 

XCD 30 에는 77mm)이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끼웁니다. 

초점을 변경했을 때, 렌즈 앞쪽이 회전하지 않으므로 

필터도 회전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편광 또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뷰파인더 정보

3.16 디스플레이 정보

USB 3

W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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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00)

배터리 상태

노출 보정 EV

조리개 설정 (f/11)

셔터 스피드 (1/1000)

캡쳐 카운터 (621)

측정 방법 

조리개 설정 

서텨 스피드 

노출 방법 

ISO

화이트 밸런스

플래쉬 표시

초점

드라이브

EV

노출 (주광)

ISO (100)

조리개 설정 (f/5.6)

셔터 스피드 (1/125)

EV (12.0)

노출 보정 (+1.0)

노출 모드, 조리개 우선 (A)

초점 설정 (센터 스팟)

초점 방식 (싱글)

캡쳐 카운터

저장소 (SD1)

포커스/포커스 모바일 정보 터치 디스플레이 정보 

컨트롤 화면



3.17 터치 디스플레이와 컨트롤

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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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시 X1D 터치 디스플레이는 설정 

확인을 빨리 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표시합니다. 장치 버튼, 그립 

다이얼, 카메라 버튼과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메인 메뉴를 

탐색하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는 SD 카드1, 혹은 2

에 저장된 모든 촬영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브라우즈 및 

확대하여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 시에는 다양한 모드를 선택하여 

현재 미리 보기와 함께 화면에 표시될 

정보 종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즈 모드에서 다이얼과 AE 잠금 버튼을 

내비게이션에 사용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 오른쪽 맨 위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즈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에는 터치 디스플레이 상에 메인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화면을 활성화 하려면 

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됩니다.

컨트롤 화면은 상호작용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쓸면 컨트롤 화면이 표시됩니다. 아무 설정이나 

선택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조리개 설정, 셔터 

스피드, 초점 설정, 드라이브, EV, 배터리 상태, 

노출 방법, 캡처 카운터, ISO 및 화이트 밸런스가 

터치 디스플레이의 컨트롤 화면에 동시에 표시 

되며 조작 가능합니다.

버튼 및 다이얼

그립 정보를 포함한 화면 정보



3.18 전자식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EVF

조리개 설정
(f/11)

ISO 설정초점영역 표시 배터리 상태

셔터스피드 설정
(1/1000sec)

노출 보정 설정
(0.0EV)

촬영할 수 있는 프레임
(621장 남았음)

일반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 전자식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EVF 시각 유저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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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 디스플레이 설정

흰색 AF 표시. 일반 모드

녹색 AF 표시. AF가 정확하게 맞았음

빨간색 AF 표시. AF 설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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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표시

ISO 표시

선택한 ISO 설정을 표시 (ISO 100)

배터리 표시

배터리 상태를 표시

노출 보정 설정

EV 보정 설정 표시 (0.0)

조리개 설정

선택한 조리개 설정 표시 (f/11)

셔터 스피드 설정

선택한 셔터 스피드 설정 표시 (1/1000sec)

프레임 카운터

남은 캡쳐 수량 표시 (621장 찍을 수 있음)

전자식 뷰파인더 중앙의 사각형은 자동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을 살짝 누르면 

자동초점 기능이 작동합니다. AF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도 

자동초점 기능이 작동합니다. (AF-D)

검은색 – 일반 모드. 자동초점이 피사체를 분석하지 않는 상태 

하얀색 – 자동초점이 진행중이며 피사체를 분석중

녹색 – 자동초점 과정이 종료했으며 초점이 맞았음.

빨간색 – 자동초점 설정이 실패했으며 초점이 맞지 않았음. 



터치 디스플레이, 비디오 촬영중 디스플레이 예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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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라이브뷰

카메라 라이브뷰는 디폴트로 설정됩니다.

카메라 모드

비디오 모드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드 오버레이 상태 예시

100%로 줌인 하기 위해 터치 디스플레이 우측의 별 표시 

소프트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이는 초점 영역의 초점 

상태를 보여줍니다. 렌즈의 포커스 링을 돌려 포커스를 

조정하세요. 

별 표시 소프트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줌 모드에서 

나갑니다.

X 표시 소프트 버튼을 한 번 누르면 4개의 화면 구도 

그리드 라인이 없어집니다. 

X 표시 소프트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노출, 캡쳐, ISO, 

배터리 정보 표시가 없어집니다. AF와 자동초점은 항상 

보입니다. 

X 표시 소프트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화면 구도 그리드와 

노출, 캡쳐, ISO, 배터리 정보 표시가 모두 다시 생깁니다. 

100%로 줌인 하기 위해 터치 디스플레이 우측의 별 표시 

소프트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이는 초점 영역의 초점 

상태를 보여줍니다. 렌즈의 포커스 링을 돌려 포커스를 

조정하세요. 

별 표시 소프트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줌 모드에서 

나갑니다.

노출 정보, ISO, 배터리 정보, 시간이 비디오 촬영 중 

표시됩니다. 

본 챕터가 다음 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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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뷰

이 기능은 정확한 초점 설정, 구도, 심도 미리보기에 좋습니다. 

1

2

3

4

주의!

라이브 뷰 설정

오버레이

라이브 뷰 확대

라이브 뷰 초점 

주의!

초점 맞추기 전 100% 보기

확대 전 전체 캡처

초점 맞춘 후 100% 보기

A  

B  

C  

D  

E  
만약 전자식 뷰파인더 EVF를 눈으로 보게 되면 터치 

디스플레이의 라이브뷰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 자동으로 

꺼집니다. EVF 디스플레이 오른쪽의 접안센서가 이 동작을 

합니다. 눈을 떼고 다시 터치 디스플레이를 바라보면 EVF가 

꺼지고 터치 디스플레이가 작동 합니다. 

라이브 뷰에서 표시되는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B)와 (D) 

버튼으로 옵션을 스크롤 합니다. 

     -  노출 정보 

     -  그리드 

     -  없음 

라이브 뷰는 평소보다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배터리로만 

전원을 공급할 때 라이브 뷰로 작업하면 카메라 사용 시간이 

줄어듭니다.

1

2

3

터치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하거나 터치 디스 

플레이 우측의 별표시(C) 소프트 버튼을 클릭해서 특정 

영역의 실제 화소 크기(100%)로 확대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두 번 탭하면 다시 전체 이미지로 축소됩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쓸어서 이미지의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

터치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두 번 탭하거나 터치 디스 

플레이 우측의 별표시(C) 소프트 버튼을 클릭해서 특정 

영역의 실제 화소 크기(100%)로 확대합니다. 

렌즈에서 초점을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두 번 탭하거나 별표시 소프트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전체 이미지로 축소됩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을 살짝 누르면 카메라가 라이브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D 버튼을 눌러서 오버레이를 앞으로 전환합니다. 

B 버튼을 눌러서 오버레이의 다음 단계로 돌아옵니다. 

A, 혹은 E 버튼을 눌러서 라이브 뷰를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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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외부 화면 연결시 라이브뷰 사용

참고!

1  

외부 화면을 HDMI 커넥터 소켓(1)을 통해 연결하고 

메인 메뉴에서 LV 라이브뷰를 선택하세요. 

라이브뷰는 일반 작동시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 

합니다. 라이브뷰로 작업하면 배터리가 유일한 전원 

공급 수단일 때 카메라 사용 시간이 줄어듭니다.  



3.19 초점

초점 보조

수동 초점 설정

1

2

3

참고!

참고!

참고!

녹색 AF 표시. AF가 정확하게 맞은 상태

흰색 AF 표시

적색 AF 표시. AF가 초점 설정에 실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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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 카메라에는 자동 초점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흰색 사각형 표시가 녹색으로 바뀌면 정밀 초점 설정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자동 초점 설정에서 초점을 맞출 때 유용한 보조 

도구가 됩니다. 

수동 초점 컨트롤을 선호하지만 자동 초점의 장점을 활용하고 

싶을 경우, AF-D 버튼을 AF (싱글) 드라이브로 설정합니다. 주요 

촬영 대상을 중앙에 맞추고 AF-D 버튼을 누른 다음, 초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카메라가 즉시 수동 

초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새로 자동 설정한 초점을 

유지하기 위해 릴리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사진 구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동 초점은 자동 초점 모드일때에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초점 모드일 때 렌즈의 초점 링을 수동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카메라는 AF 모드일 때에만 녹색 혹은 적색 AF 초점 보조 표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수동 초점 모드에서 카메라는 초점 보조 

피드백을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Phocus에 가져왔을 때 렌즈 보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진에 포함된 메타 데이터 정보를 기준으로 삼아서 DAC( 

디지털 렌즈 보정)도구가 렌즈 모델별 계산법을 사용하여 

색수차, 왜곡, 비네팅을 보정합니다. 분석에는 모델 사양뿐만 

아니라 사진 매개변수도 고려합니다. 파일을 가공할 때는 이 

우수한 사진 보정 기능을 십분 활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Phocus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초점 기능은 특정한 렌즈와 액세서리를 조합할 경우 사용할 

수 없고 경고가 표시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100%로 줌인 하기 위해 터치 디스플레이 우측의 별 표시 

소프트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이는 초점 영역의 정밀 초점 

상태를 보여줍니다. 

렌즈의 포커스 링을 돌려 포커스를 조정하세요. 

별 표시 버튼을 한번 더 눌러서 전체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수동 초점

자동 초점 모드에서 수동 오버라이드

자동/수동 초점 설정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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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방 다이얼

B   AF / MF 버튼

A  

B 

수동 초점 모드 설정과 수동 초점 오버라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수동 초점 모드에서는 렌즈의 초점 링을 돌려서 초점을 맞춥 

니다. 일반 비자동초점 렌즈에서처럼 다시 렌즈의 초점 링을 

돌릴 때까지 초점 설정이 유지됩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을 

누르더라도 자동 초점에서 처럼 초점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동 초점으로 되돌리려면 AF / MF 버튼(B)을 누르십시오.

자동 초점 모드에서는 새로운 설정 없이도 언제나 수동 초점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점 링을 평소처럼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동 초점 모드에서 렌즈 배럴이 돌아가지 않지만, 

초점 링을 쥐고 돌리면 즉시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동 초점 조정 값을 유지하려면 셔터 릴리스 버튼을 

누른 채로 있어야 합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에서 손을 뗀 다음, 

다시 릴리스 버튼을 절반 누르면 자동 초점 모드로 즉시 

돌아갑니다. 즉석 수동 오버라이드 기능으로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즉석 수동 초점 조정을 유지하면서 자동 초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정확한 

초점을 잡을 때 좋습니다. 

자동 초점 모드에서 수동 초점으로 오버라이드할 경우, 모드를 

변경하지 않고 렌즈 배럴을 돌려서 초점 설정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을 절반 누르고 있는 

동안은 새 초점 설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동 초점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셔터 릴리스 버튼에서 

손을 떼고 다시 누릅니다.

AF 버튼(B)을 누릅니다. 

전방 다이얼(A)을 돌려서 수동, 혹은 AF S 싱글샷을 

선택합니다. 

AF 버튼(B)을 누르거나 셔터 릴리스 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자동 초점

AF 보조광

1  

녹색 AF 표시. AF가 정확하게 맞았음. 

흰색 AF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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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초점 모드 싱글 샷 또는 연속은 셔터 릴리스를 절반만 

눌러서 활성화합니다. 

작동 범위는 ISO 100에서 EV 1 ~ EV 19입니다. 

초점 화면 중앙에 있는 사각형 영역에서 명암차이를 최대로 

함으로써 초점 지점이 결정됩니다. 

또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플래쉬 장치(예: 니콘 SB 600)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설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F 보조광 (1) 이 선택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작동 거리는 카메라에서 약 4m 입니다. 



싱글 샷 초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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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싱글 샷 설정(AF S)에서 카메라가 최적 초점 설정을 

찾을 때까지 셔터 릴리스가 차단됩니다. 이 기능은 초점이 

어긋난 사진이 촬영되지 않게 해줍니다. 이 기능은 초점이 

완벽하게 맞지 않는 한 촬영이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확실한 포커싱 패턴이 있고 좋은 

조명환경 아래에서는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 모드에서 렌즈는 하나의 거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셔터 

릴리스 버튼(A)을 누르는 동안은 해당 거리에만 초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사물에 초점을 맞춘 다음, 보기 화면의 

초점 영역 내에 위치를 잡았다가, 셔터 릴리스 버튼(A)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로 구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점 영역 밖으로 나가더라도 초점은 선택한 물체에 머물게 

됩니다. 

셔터 릴리스 버튼(A)에서 손을 떼고 다시 절반 누르면 초점 

영역 내에 있는 사물과의 거리에 맞추어 초점 설정이 

변경됩니다. 

수동 및 자동 초점 모드를 함께 사용하는 유용한 방법은 

자동 초점 모드의 수동 초점 오버라이드를 참조하십시오.

A  

AF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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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초점 포인트 (A)는 35개의 AF 

포인트(B) 수동으로 이동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AF 포인트는 4x4mm 

크기의 사각형입니다. 

전자식 뷰파인더 EVF 혹은 라이브뷰 

모드에서 터치 디스플레이 상의 AF 

포인트를 움직이는 방법

전자식 뷰파인더를 사용하거나 라이브뷰 

모드를 시작합니다.

가운데에 한 개의 AF 포인트(A)가 표시 

됩니다.

AF/MF 버튼(E)을 약 1초간 눌러줍니다. 

이제 오버레이로 모든 35개의 초점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B)

터치 디스플레이를 손가락으로 탭하거나 

후방 다이얼(L)을 돌려서 AF 포인트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입니다. (C)

셔터 릴리스 버튼을 반 눌러서 저장하고 

나갑니다. (F) 이제 AF 포인트가 새 위치 

로 이동했습니다. (D)

E  

F  

L  

G  

H  I  J  K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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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자동초점 포인트 이동

1

2

3

4

5

6

전/후방 다이얼을 사용해서 

AF 포인트 이동하기

AF 포인트

위로

아래로 

AF 포인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AF 포인트 선택, 저장, 나가기

아래 3 버튼 중 하나를 누르세요:

- 셔터 릴리스 버튼을 반 눌러주세요. (F)

- AF-D 버튼 (I)

- 별표시 버튼 (J)

- 저장하지 않고 나가려면 

   AE-L 버튼을 누르세요. 

참고!

AF 포인트를 언제든 중앙으로 리셋하려면 

X 표시된 소프트 버튼 (K)을 눌러주세요.

사진 A, B, C, D – Damien Demolder

참고!

카메라가 포커스 포인트를 자동으로 중앙에 

위치하게 하거나 원하는 지점을 유지하게 하려면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초점 > 초점 포인트 리셋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후방 다이얼 (L)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전방 다이얼 (G)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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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탑 다운 / 피사계 심도 프리뷰

피사계 심도 계산 방법

1

2

3

4

5

참고! 

3.21 스탑 다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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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탑 다운 버튼(A)를 누르면 시각적으로 피사계 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심도에 대한 

인식은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략적인 

참고 사항 으로만 인식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렌즈 초점을 맞춥니다.  

노출 값(자동 또는 수동)을 조절하고 조리개 설정을 

확인합니다. 

중앙 인덱스 양쪽에서 선택된 조리개 값에 해당하는 

표시를 찾습니다. 

이 두 개의 표시에서 두 개의 해당 거리를 나타내는 

필수 렌즈 거리를 확인합니다. 

심도(해당 조리개 및 초점 설정)는 두 거리 사이에 

포함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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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그립 설정 변경

AF/MF와 ISO/WB 설정 변경 방법

AF/MF 모드

ISO/WB 모드

1 

2 

1

2

3

4

ISO 

WB Mode

모드 다이얼

Mq

M 

A 

S 

P 

Rectangle

Video  

C3

C2

C1

매뉴얼 퀵 모드, Mq

커스텀 모드

A

B

C  

D  

카메라 그립에서 AF/MF (D)를 선택합니다

AF/MF 버튼을 눌러서 AF와 MF 설정을 변경합니다.

카메라 그립에서 ISO/WB (C)를 선택합니다. 

ISO를 선택하기 위해 ISO/WB 버튼을 한 번 눌러줍니다. 

WB를 선택하기 위해 두 번 눌러줍니다. 

세번 눌러서 메뉴를 나갑니다. 

매뉴얼 퀵 모드 (Mq)를 선택할 때 셔터는 닫히고 조리개는 

선택한 수치로 설정됩니다. 라이브뷰는 꺼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터리를 아끼고 가능한 빠르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C3, C2, C1 은 전체 카메라 설정을 카메라 메모리에 

저장함 으로써 즐겨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방 혹은 후방 다이얼 (A)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ISO 모드 (C)를 변경합니다.

전방 혹은 후방 다이얼 (B)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돌려서 WB 모드 (C)를 변경합니다. 

WB M 수동 모드일 때 후방 다이얼 (B)로 

설정을 선택하세요.

=  매뉴얼 퀵 모드

=  매뉴얼 모드

=  조리개 우선 모드

=  셔터 우선 모드

=  프로그램 모드

=  자동 모드 (ISO 와 WB 가 자동으로 설정)

=  비디오 모드

=  커스텀 프로그램 3

=  커스텀 프로그램 2

=  커스텀 프로그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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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에서 셔터와 조리개 조정

참고! 

참고! 

셔터와 조리개 조정 방법 

매뉴얼 모드 (M) 일 때

 
 

조리개 우선 모드 (A) 일 때

 
 

셔터 우선 모드 (S) 일 때

 
 

프로그램 모드 (P)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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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매뉴얼 모드에서 셔터와 조리개는 모두 전자적으로 제어되며 

그립의 전/후방 다이얼로 조정합니다. 

렌즈와 카메라 바디에 따로 수동 설정 링이 없습니다. 

설정은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에 보여집니다. 

전방 다이얼 (A)를 돌려서 셔터와 조리개를 조절합니다. 

후방 다이얼 (B)를 돌려서 셔터와 조리개를 조절합니다. 

전방 다이얼 = 조리개

후방 다이얼 = 셔터 스피드

전방 다이얼 = 조리개 

후방 다이얼 = 셔터 스피드의 빠른 노출 보정

전방 다이얼 = 셔터 스피드

후방 다이얼 = 조리개의 빠른 노출 보정

전방 다이얼 = 조리개 / 셔터 스피드 조합 

후방 다이얼 = 빠른 노출 보정



X1D www.hasselblad.com

69

ISO와 화이트 밸런스

●

●

●

참고!

ISO
1

2

화이트 밸런스 WB
1

2

3

4

참고!

참고!

X1D 사용 설명서 기능

A  B

C  

ISO와 화이트밸런스는 그립 또는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그리고 

테더링했을 때는 Phocus에서 설정합니다. 

설정은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적용되며 터치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뷰파인더 양쪽에 표시됩니다. 

설정이 저장되면 변경 사항이 터치 디스플레이에만 표시됩니다. 

수동 화이트밸런스 설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터치 디스플레이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기술적으로, 화이트밸런스 설정은 3F / 3FR 파일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Raw 형식 파일은 촬영 당시 광원의 색온도 또는 

카메라의 색 설정과 관계없이 Phocus 및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보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RAW & JPEG 형식으로 촬영하거나 Phocus를 사용하여 JPEG

로 제작하여 직접 JPEG 파일로 제공/인쇄할 계획이라면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ISO와 화이트밸런스 설정은 그립 또는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그립 및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자식 뷰파인더 에 모두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ISO/WB 버튼 (A) 를 누르세요.

전방 다이얼 (B)를 돌려서 ISO 설정을 선택하세요. 

ISO / WB 버튼 (A) 를 누르세요.

전방 다이얼 (B)를 돌려서 WB 설정을 선택하세요. 

(자동 화이트밸런스, 주광, 그늘, 흐림, 플래쉬, 형광등, 백열등 

혹은 매뉴얼 WB) 

색온도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전방 다이얼 (B)를 “M/WB”가 

나올때까지 돌려주세요. 화면 아래쪽에 색온도 수치가 표시 

됩니다. 

후방 다이얼 (C) 를 돌려서 수동 WB를 설정하세요. 

그립에서 ISO / WB 버튼(A)을 누르면 바로 ISO 및 화이트 

밸런스 설정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전방 다이얼(B)과 

후방 다이얼(C)을 사용하여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변경 

사항은 그립 디스플레이, 터치 디스플레이, 전자식 

뷰파인더 (EVF)에 나타납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의 경우, 터치 디스플레이 또는 

디스플레이 옆 쪽의 소프트 버튼으로 설정을 변경합니다. 

Phocus에는 카메라 설정을 제어하는 특정 도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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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브라우징, 프리뷰 및 히스토그램

캡쳐 파일 브라우즈

브라우즈 버튼

카드를 선택하여 브라우즈

카드를 선택하여 브라우즈

Select Card to Browse

SD 1 SD 2

BROWSE:  MEMORY CARDS

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X1D www.hasselblad.com

기능 X1D 사용 설명서

A   

B

C  

D  

E 

터치 디스플레이의 재생/브라우즈 버튼(B)을 눌러서 브라우즈 

모드에 들어갑니다. 

브라우즈 모드에서 그립의 전방 다이얼(A)을 사용하여 폴더 

안의 촬영한 이미지를 브라우즈합니다. 

메인 메뉴의 브라우즈 모드에서 화면을 좌/우로 쓸어서 촬영한 

이미지를 브라우즈 합니다. 

소프트 버튼(D)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폴더 보기를 축소해서 다른 폴더를 선택하고 브라우즈합니다. 

셔터 버튼(B)를 누르거나 메뉴 버튼(E)를 눌러서 브라우즈 

모드에서 나갑니다.

브라우즈 버튼(C)은 디스플레이를 시작하고 마지막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이미지를 검토하고, 브라우즈 및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미리 보고, 이미지를 확대하여 미리 

보기 클로즈업에서 초점을 확인합니다. 이미지를 축소하여 한 

번에 여러 이미지를 보고, 폴더와 미디어를 확인 및 선택 

합니다. 

또한, 메인 메뉴에서 값을 선택하는 버튼으로도 사용합니다.

메인 메뉴로 돌아가려면 메뉴 버튼(E)를 누르세요. 

SD1 또는 SD2 카드를 선택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브라우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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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 (1 or 2) 

촬영 날짜 

촬영 시간 

조리개 (f/8) 

셔터 스피드 (60) 

ISO 설정 (100) 

+/- 노출 보정 표시기 

노출 보정 (0.0 EV)

2

3

4

5

6

7

8

표준 미리보기

9분할 모드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 기능

1  2  3  

4 5  6  7  8  

표준 미리보기는 카메라를 처음 켰을 때 표시됩니다. 아마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모드가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 촬영한 이미지 미리보기와 기본 설정 정보를 

표시합니다.

9분할 모드를 표시하려면 브라우즈 모드에서 AE-L 버튼을 

누릅니다. 이 모드에서 최대 9개 이미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9개 이상이라면 디스플레이의 오른쪽을 아래로 

쓸어서 이미지를 모두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이미지 1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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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 표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모드, 촬영 상세 정보 모드, 루미넌스 히스토그램 모드, 개별 

히스토그램 RGB 모드

이 모드는 SD 카드(1), 날짜(16-04-07), 시간(18:44:09), 

선택한 조리개(f/11), 셔터 스피드(60), ISO(200), EV 설정 

(+/- 0.0), 모드 (M), 초점 방식(스팟), 화이트밸런스 (주광), 

렌즈 정보(45mm)를 표시합니다.

히스토그램 모드는 별도의 RGB 채널과 함께 RGB 

히스토그램을 표시합니다. RGB 상세 정보는 이미지 파일과 

함께 저장 되고, Phocus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루미넌스 히스토그램 모드는 루멘 측정치 히스토그램을 

표시합니다. 루멘 측정치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개별 히스토그램 RGB 모드에서는 각 RGB 채널이 표시 

됩니다. R(빨간색) 채널이 먼저, G(녹색0 채널이 중간, 

B(파란색) 채널이 마지막에 옵니다.

이미지 아래쪽을 터치하거나 후방 다이얼을 사용해서 

히스토그램 표시 방식을 변경합니다. 

히스토그램 타입

히스토그램 모드

캡쳐 디테일 모드

히스토그램 오버레이 변경 방법

루미넌스 히스토그램 모드

히스토그램 개별 RBG 모드

X1D www.hasselblad.com

기능 X1D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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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은 각 밝기 수준에서 총 화소의 개수를 표시하는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밝기는 왼쪽 검은색부터 오른쪽 흰색까지 범위가 

표시됩니다. 촬영한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잘 된 사진은 모든 수준에 밝기 범위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다 노출 혹은 노출 부족한 사진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집중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히스토그램은 해석이 필요한 지표에 불과합니다. ‘나쁜’ 히스토그램이 

원하는 효과에 이상적인 노출과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히스토그램 예시와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노출부족 균일한 노출 노출 과다

Low Exposure High Exposure

히스토그램 노출 모드

히스토그램 노출 

몇 개의 화소만 제외하고 왼쪽에 집중된 히스토그램은 노출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자 부분에 많은 디테일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노출 부족

전체 범위에 균일하게 분포된 히스토그램은 적절히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 극단에 몇 개의 화소가 있어서 다소의 스펙트럼 

하이라이트와 짙은 그림자가 있기는 하지만, 적정 노출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균일한 노출

몇 개의 화소만 제외하고 오른쪽에 집중된 히스토그램은 과다 

노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라이트에서 많은 디테일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과다 노출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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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cus는 주로 Hasselblad 3F 파일 처리를 위해 제작된 촬영물 

처리 및 파일 관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포커스는 맥과 윈도우 

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Phocus는 Hasselblad Natural Colour Solution(HNCS)과 

디지털 자동 보정(DAC)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에 

높은 디지털 이미지 화질을 제공합니다. Phocus를 사용하면 

초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모와레 현상을 raw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이미지 화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후반 제작 작업에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여러 가지 원격 기능을 제공하는 Phocus Remote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하면 테더링 촬영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 초점 조정, 라이브 뷰, 조리개, 노출 시간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Phocus Mobile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테더링 된 카메라를 

원격으로 작동하고 실행하며, 가상 카메라 디스플레이에 

가지런히 표시된 여러 가지 매개변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가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있을 때 원격으로 

제어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Phocus Mobile은 Apple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Phocus Mobile은 곧 X1D 유저 인터페이스용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3.24 Phocus (소프트웨어) 개요

Phocus

전문 이미지 퀄리티

Phocus Mobile은 iPhone®, iPad® 및 iPod Touch®에 

제공됩니다. Phocus를 실행 중인 컴퓨터에 무선으로 연결하고 

고해상도 RAW, JPEG, TIFF 이미지를 원격으로 브라우즈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서, 모든 사람이 한 대의 컴퓨터에 모이지 

않고도 각각이 개별 iOS 장치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모바일

기능 X1D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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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selblad Natural Colour Solution(HNCS). 

X, H 및 V 시스템 렌즈 보정(DAC). X1D 카메라의 

경우 X와 H 렌즈 시스템만 지원합니다. 

고급 테더 카메라 컨트롤

Phocus Mobile*

씬 캘리브레이션 및 리프로덕션 도구

첨단 모아레 제거 기술

하이라이트 복구, 그림자 채우기, 선명도, 

더스트 스팟 제거 도구

부분 보정 

간편한 인터페이스

개별 워크 플로우 시나리오에 맞는 

광범위한 사용자 지정 옵션

이미지 보정 가져오기/내보내기, 

키워드, 워크 플로우 설정

고급 인쇄

슬라이드 쇼

150개 이상의 DSLR 카메라 RAW 파일 지원

X1D 사용 설명서 기능

3.25 PHOCUS

Phocus 기능

전문 이미지 퀄리티

Phocus는 파일이 어디에 있든 동일한 직관적인 처리 

환경에서 이미지 파일과 작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RAW 형식, RAW 외 형식을 브라우즈, 처리, 보정, 

가공할 수 있습니다. 

Phocus는 Canon, Nikon, Leica, Sony, Fuji, Olympus**를 

비롯한 150개 이상의 카메라에서 RAW 파일을 지원 

합니다. TIFF, JPEG, DNG, PNG와 같은 가장 흔히 사용하는 

파일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써드 파티 파일 

처리에 있어 모든 포커스 보정 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일이든 어디서나

Phocus는 Hasselblad Natural Colour Solution(HNCS)과 

디지털 자동 보정(DAC)을 결합하여 사용자가 만든 이미지에 

높은 디지털 이미지 화질을 제공합니다. Phocus를 사용하면 

초고해상도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물결 무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raw 데이터에 직접 적용하여 이미지 화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후반 제작 작업에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여러 가지 원격 기능을 제공하는 Phocus Remote 카메라 

컨트롤을 사용하면 테더링 촬영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원격 초점 조정, 라이브 뷰, 조리개, 노출 시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Phocus Mobile은 Apple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Phocus Mobile은 곧 X1D 유저 인터페이스용도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궁극의 이미지 퀄리티

Phocus는 설치 제한이 없는 무료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로,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참고! 

포커스 모바일에 X1D 유저 인터페이스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
●

전문 도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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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프로그램으로 촬영할 때 컴퓨터가 X1D 카메라에 

신호를 보내며, 이 신호로 셔터 (스트로브/플래쉬 장착시 

마찬가지)를 작동시킵니다. 카메라는 촬영한 사진을 USB 

연결을 통해 컴퓨터로 전송하며 컴퓨터 스크린상에 사진이 

표시됩니다. 동시에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서 현재 선택한 

폴더에 16비트 3F 파일 형태로 저장됩니다.

컴퓨터에 연결됐을 때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저장 매체와 위치는 포커스에서 제어합니다. 

만약 포커스에서 촬영하도록 설정했으면,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등 모든 노출 설정이 포커스에서 

제어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라이브 비디오, 원격 초점 

조정 등의 툴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 

포커스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USB3 케이블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카메라의 케이블 커버를 엽니다. 

USB3 케이블을 카메라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참고! 

3.26 컴퓨터에 연결

1 

2 

3
 

●
●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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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D는 파일을 캡처하고 Hasselblad RAW 형식 파일 또는 

Hasselblad RAW + JPEG 형식으로 동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Hasselblad RAW 파일은 처음에 3FR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이 형식은 촬영한 이미지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Hasselblad 

전용 형식입니다. 3FR 파일에는 카메라로 촬영한 그대로의 

완벽히 디지털화된 raw 원본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3FR 

정보는 완벽히 인화하려면 추가 컴퓨팅 파워 (일반적으로 

Phocus 사용)가 필요 합니다. 3FR 파일은 Phocus 에서 

인화하면 Hasselblad 3F 파일이 됩니다. 각 파일은 “.fff” 

확장자로 표시됩니다. 3FR 파일은 다른 RAW 프로세서로 

인화하면 3F로 변환되지 않지만, 요구 사항에 따라 TIFF, PSD 

등으로 직접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Phocus를 사용해야 하는 테더링 작업의 경우, 3FR 

파일은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하드 

디스크에 선택적 보정과 내보내기가 가능한 3F 파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SD 카드에 저장한 3FR 파일은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이미지는 (SD 카드에서) 3FR 파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Phocus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3F 파일로도 저장됩니다(테더링 촬영 또는 Phocus에서 

3FR 파일을 처리한 후 변환). 어떤 경우라도 원본 3FR/3F 

파일을 보관하면 이후 버전의 Phocus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개선된 기능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Phocus는 일반 또는 독점적인 사진 형식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원한다면 Phocus 작업 흐름에 다른 형식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원할 경우 Hasselblad 파일을 Adobe/Apple 작업 

흐름에 넣을 수 있습니다.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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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cus와 핫셀블라드 캡쳐 파일

Hasselblad Phocus
Adobe Camera Raw
Adobe Lightroom
Apple Aperture

혼합 형식

최상의 처리 결과를 위해 핫셀블라드 Phocus 를 사용하세요. 

기타 디지털 이미지 소프트웨어의 경우 유사한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지만 DAC와 HNCS 등의 유익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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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면에서 승인된 배터리 (Li-ion 3054752)는 X1D 

카메라의 표준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1 과 7) 완충된 추가 

배터리 휴대를 권장합니다. 다른 배터리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 배터리를 체온과 가까운 따뜻한 내부 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7)를 저장할 때 항상 보호 

커버(6)을 낀 채로 저장하세요. 

충전식 배터리

배터리를 카메라에서 분리해 보관하고자 할 경우 쇼트 서키트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배터리 보호 커버(6)를 배터리(7)의 전자 

연결접점 위에 덮어서 보관하세요.

배터리 보관

배터리 레버 (2)를 돌리면 카메라(1)에서 살짝 빠집니다.

배터리가 위쪽으로(3) 살짝 튀어나옵니다. 

배터리를 살짝 안쪽으로 눌러주면(4) 카메라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배터리를 빼 주세요. (5)

배터리 보호 커버 (6)을 껴서 배터리(7) 쇼트 서키트 현상을 

방지합니다.

배터리(1)를 카메라 배터리 삽입부에 자동으로 잠길때까지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배터리 탈착 

3.27 배터리   

1

2

3

4

5

배터리 장착

1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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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커버가 장착된 상태로 충전할 때에는 리드를 들어올리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한 주의 사항을 확인하세요. 

배터리 충전기 BCX-1 (3053573)은 여러 형태의 전세계 

가정용 전기 소켓에 맞도록 다양한 종류의 소켓 결합부품과 

함께 공급됩니다. 그 외 소켓 타입 사용시 가정용 소켓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원하는 플러그를 포지션에 맞게 부착 

하세요. 플러그를 분리하려면 반대로 진행하세요.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3054752)가 분리된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기의 

잭 플러그를 배터리 소켓에 연결합니다.(1) 배터리 

충전기를 표준 (100-240V~/50-60Hz) 가정용 소켓에 

연결하세요. 

충전하는 동안 충전기의 LED 램프가 아래 상태를 표시합니다:

녹색등 지속:      스탠드바이 (배터리 연결되지 않았을 때)

노란색등 지속:  충전중

녹색등 지속:      충전 완료!

배터리 충전

처음 충전할 때 100% 완충하려면 약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참고!

참고!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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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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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3053573 BCX-1 

- 주의 사항 및 일반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약 6시간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실온에서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여러 번 충전하고 방전해야 최대 배터리 용량에 

도달합 니다.

잦은 완전 방전은 피합니다(완전 방전은 배터리 교체 경고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억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주 

재충전 하더라도 용량이 손실되거나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사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려면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카메라가 꺼져 있더라도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것입니다. 

배터리를 보관할 때에는 배터리 보호 커버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는 그립 디스플레이에서 배터리 교체와 배터리 상태 

기능을 지원하는 ‘상태 표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이 기능은 배터리 

사용 방식에 따라 가끔씩 조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터리 교체 경고가 나타날 때까지 카메라를 

켜둡니다(또는 사용합니다). 그 후, 배터리를 6시간 동안 

충전합니다. 그러면 측정 정확도가 개선됩니다.

충전기에서 배터리를 제거하고 바로 다른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충전기가 다음 충전에 맞춰 자동 재설정되도록 몇 초 

여유를 둡니다.

충전 중에 배터리가 따뜻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매우 

고온이나 저온에서 다소의 배터리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배터리를 한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40% 충전된 

상태로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 화면에서 

백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유효 서비스 수명은 충전/방전 사이클 400회 

정도입니다.

배터리를 카메라에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보호 덮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머니 속 열쇠와 합선이 일어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소각하지 마십시오.

환경적으로 승인받은 방식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폐기 

하십시오.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수분으로부터 보호)

잭 플러그를 합선시키지 마십시오.

플러그 부착물을 변경하는 외에 다른 방식으로 충전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참고!

디스플레이 끄기/전원 끄기 설정 및 디스플레이 밝기 

설정을 변경하여 배터리 소모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 사양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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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수명과 배터리 경고 표시

3.28 온도 경고

3.29 카메라 보관

배터리 부족 경고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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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수명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끄기나 대기 모드가 아닌 

활성 상태로 오랫동안 놓아두면 배터리가 훨씬 빨리 

소모됩니다. 배터리 부족 상태는 디스플레이와 뷰파인더에 

기호로 표시됩니다. 

빠르게 촬영하면 카메라의 프로세서에 높은 부하가 걸리고, 

열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온 환경일 때 이미지 파일에 

노이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가 상승하면 센서 장치가 경고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약 

60°C에 도달하면 냉각을 위해 센서 장치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주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항상 바디 보호캡을 장착 

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제거 

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카메라와 장비를 습기에서 멀리 하십시오. 카메라가 젖으면 

전원에서 분리하고 사용하기 전에 카메라를 건조시키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장비를 건조한 환경에 보관하십시오.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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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카메라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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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카메라 설정 메뉴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2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4.2 카메라 노출 설정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증가 단위

노출

1, 1/2와 1/3 옵션 중에서 증가 단위를 선택합니다.

1

2

3

     

메인메뉴

카메라 아이콘

노출 설정 메뉴

AFRAW
JPG

Exposure

Quality

Focus

Self Timer

CAMERA SETTINGS

RAW
JPG

AF

Increment Step Size

AE-L / Quick Adjust

Image Orientation

Exposure Mode

Exposure Lock

Flash

CAMERA SETTINGS: EXPOSURE

Exposure:

Exposure Adjust:

Sync:

Orientation:

True Exposure:

Low Flash Warning:

Flash Ready:

Reset after Exposure:

Out of Range:

1/2 step

1/3 step

Normal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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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 Step Size

AE-L / Quick Adjust

Image Orientation

Exposure Mode

Exposure Lock

Flash

CAMERA SETTINGS: EXPOSURE

Exposure:

Exposure Adjust:

Sync:

Orientation:

True Exposure:

Low Flash Warning:

Flash Ready:

Reset after Exposure:

Out of Range:

1/2 step

1/3 step

Normal

Auto

노출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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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조정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  증가 단위 설정  >  노출 보정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증가 단위 설정 아래에서 노출 보정을 선택합니다.

2 
3 

4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증가 단위

노출 보정

1, 1/2와 1/3 옵션 중에서 증가 단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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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기 또는 켜기를 선택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트루 익스포져를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노출이 트로 익스포저 설정에 맞게 자동 조절될지 선택 

합니다. 켜기(On)은 조절을 허용합니다. 끄기 (Off)는 일반 

설정을 유지 합니다.

트루 익스포져 설정 

플래시/스트로브를 주요 광원으로 사용하고 셔터 스피드가 

1/800s 또는 1/1000일 경우(렌즈 유형에 따라 달라짐), 

트루 익스포져 옵션을 꺼야 합니다.

참고!

트루 익스포져 기능은 조리개 수치에 상관없이 셔터 스피드를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음 장을 참조하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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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익스포져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  노출 모드 노출 설정 메뉴

Increment Step Size

AE-L / Quick Adjust

Image Orientation

Exposure Mode

Exposure Lock

Flash

CAMERA SETTINGS: EXPOSURE

Exposure:

Exposure Adjust:

Sync:

Orientation:

True Exposure:

Low Flash Warning:

Flash Ready:

Reset after Exposure:

Out of Range:

1/2 step

1/3 step

Normal

Auto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노출 모드를 선택합니다.

2

3

4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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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익스포져는 XCD와 HC/HCD 렌즈 기능으로, 조리개를 

조일 때 셔터 스피드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합니다. 이 효과는 

포컬 플레인 셔터와는 반대로 렌즈 셔터로만 제한되므로 

일반적 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렌즈 조리개를 조이면 유효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고, 따라서 

설정된 노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셔터 속도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스피드가 빨라질수록(예: 1/500s) 효과 

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스피드 설정 조정에서의 자동 

보정 측정이 사용됩니다.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곳만 보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인 1/800s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노출을 유지하는 대신 

조리개에 보정 조정이 적용됩니다. 이 보정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플래시/스트로브를 주요 광원으로 사용할 

때는 보정이 노출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플래시/스트로브를 주요 광원으로 사용할 

때는 카메라 터치 디스플레이의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 트루 익스 포져에서 트루 익스포져를 꺼짐(OFF)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ww.hasselblad.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X1D www.hasselblad.com

설정 X1D 사용 설명서

트루 익스포져 설명

이미지 평면의

조명 수준

T 완전 개방

T 스탑 다운 = T 완전 개방

(트루 익스포져 사용)

최대 조리개

트루 익스포져 모드를 켜고 한 단계 스탑 다운

트루 익스포져 모드를 끄고 한 단계 스탑 다운

시간

T 스탑 다운 > T 완전 개방

(트루 익스포져 미사용)



87

플래쉬를 X1D 카메라에 장착하기 전 플래쉬 관련 챕터를 읽어보세요.

중요 정보!

플래쉬

끄기 또는 켜기를 선택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플래쉬 부족 

경고를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플래쉬 부족 경고

플래쉬 싱크 설정을 선택합니다. 

- 일반

- 후막 

싱크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플래쉬를 선택합니다.

2

3

4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 설정

플래쉬 설정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  플래쉬

  

이 장은 다음 장에 계속됩니다.

Increment Step Size

AE-L / Quick Adjust

Image Orientation

Exposure Mode

Exposure Lock

Flash

CAMERA SETTINGS: EXPOSURE

Exposure:

Exposure Adjust:

Sync:

Orientation:

True Exposure:

Low Flash Warning:

Flash Ready:

Reset after Exposure:

Out of Range:

1/2 step

1/3 step

Normal

Auto

노출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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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쉬와 함께 A 또는 S 설정을 사용할 때는 카메라의 노출 

요구 사항이 우선합니다. 이때, 셔터 스피드 속도가 느려져서 

삼각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P 모드를 선택했을 경우,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촬영할 수 있도록 1/60 이상의 셔터 

스피드가 자동 선택됩니다.

플래쉬를 가까이 사용하거나 개방 조리개 설정을 사용할 

때는, 플래쉬 유닛의 출력이 특정 최소 듀레이션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정상 노출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제한 사항은 뒷면의 출력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후막 싱크는 특수 효과를 내거나, 빛 트레일이 생기는 긴 

노출과 플래쉬를 결합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다양한 효과를 내기 위해 플래쉬 출력과 카메라 노출 요구 

사항의 균형을 변경하려면, 노출 보정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다양한 장노출 효과를 낼 때는 싱크 기능을 사용합니다. 

플래쉬 노출을 시험하려면 플래쉬 측광 기능을 사용합니다.

위에 기술됐고 X1D에 특별히 호환되는 니콘 플래쉬 유닛 

혹은 니콘 호환 플래쉬 유닛만 카메라 핫 슈에 결합될 수 

있습니다. 

플래쉬와 스트로브 설정

X1D 카메라는 다음 니콘 플래쉬를 TTL 모드에서 

호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300
SB-500
SB-700
SB-900
SB-910 

일반 정보

참고 및 경고!

다른 카메라 브랜드 전용 플래쉬 장치를 핫 슈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플래쉬 장치 및 또는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경고!

플래쉬/스트로브를 기본 광원으로 사용하고 셔터 스피드가 

1/800s이라면 트루 익스포져 기능을 꺼야 합니다.

참고 및 경고!

X1D www.hasselblad.com

설정 X1D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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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 사용 설명서 설정

노출 고정 설정 메뉴

Increment Step Size

AE-L / Quick Adjust

Image Orientation

Exposure Mode

Exposure Lock

Flash

CAMERA SETTINGS: EXPOSURE

Exposure:

Exposure Adjust:

Sync:

Orientation:

True Exposure:

Low Flash Warning:

Flash Ready:

Reset after Exposure:

Out of Range:

1/2 step

1/3 step

Normal

Auto

노출 고정

노출 고정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  노출 고정

끄기 또는 켜기를 선택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플래쉬가 발광 준비되지 않았을 때 

촬영을 방지합니다. 

플래쉬 준비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조리개 혹은 셔터 스피드가 촬영 가능한 

범위 바깥에 있을 때 촬영을 방지합니다.

범위 이탈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노출 고정을 선택합니다. 

2

3

4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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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nt Step Size

AE-L / Quick Adjust

Image Orientation

Exposure Mode

Exposure Lock

Flash

CAMERA SETTINGS: EXPOSURE

Exposure:

Exposure Adjust:

Sync:

Orientation:

True Exposure:

Low Flash Warning:

Flash Ready:

Reset after Exposure:

Out of Range:

1/2 step

1/3 step

Normal

Auto

AE 잠금 / 빠른 보정

X1D www.hasselblad.com

설정 X1D 사용 설명서

AE 잠금/빠른 보정

AE 잠금 / 빠른 조정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  AE 잠금 / 빠른 조정

끄기 또는 켜기를 선택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노출 보정 혹은 AE 잠금 상태가 촬영 후 리셋될 지를 선택합니다.

촬영 후 리셋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AE 잠금/빠른 보정을 선택합니다.

2

3

4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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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방향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노출  >  이미지 방향

포커스에서 화면에 표시될 때 이미지 방향을 설정합니다. 카메라가 

수직으로 위를 혹은 아래를 보면서 촬영했을 경우 원하지 않는 

이미지 방향 변경을 피하기 위해 방향 설정은 잠겨 있습니다. 

이미지 방향

자동

고정 위치 0 도

고정 위치 90 도

고정 위치 180 도

고정 위치 270 도

범위 이탈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출 설정 메뉴를 누릅니다. 

AE 잠금/빠른 보정을 선택합니다. 

2

3

4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 설정

Increment Step Size

AE-L / Quick Adjust

Image Orientation

Exposure Mode

Exposure Lock

Flash

CAMERA SETTINGS: EXPOSURE

Exposure:

Exposure Adjust:

Sync:

Orientation:

True Exposure:

Low Flash Warning:

Flash Ready:

Reset after Exposure:

Out of Range:

1/2 step

1/3 step

Normal

Auto

이미지 방향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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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퀄리티 설정을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X1D www.hasselblad.com

설정 X1D 사용 설명서

Exposure

Quality

Focus

Self Timer

CAMERA SETTINGS

RAW
JPG

AF

4.3 이미지 퀄리티 설정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퀄리티

이미지 퀄리티 설정 메뉴 컨텐츠

이미지 포맷

- RAW

- RAW + JPG

JPG 이미지

- 고품질

- 일반

컬러 프로파일

- sRGB

- Adobe

Image Format:

JPG Quality:

RAW

High

sRGB

CAMERA SETTINGS:  QUALITY

카메라 메뉴 퀄리티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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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 Assist Light:

CAMERA SETTINGS: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초점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초점

초점 설정 메뉴 컨텐츠

AF 보조광

자동초점 보조광

-카메라

-끄기 

MF에서 자동 줌 확인

-켜기

-끄기

포커스 포인트 리셋

-촬영 후 

-리셋 안함

AF 포인트는 매 촬영 후 다시 중앙 위치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 고정시키고 싶으시다면 리셋 안함을 선택하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자동초점 포인트 이동 섹션을 참조하세요.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 설정

4.4 카메라 초점 설정

Camera

  FOCUS

카메라 메뉴 초점 설정 메뉴

Exposure

Quality

Focus

Self Timer

CAMERA SETTINGS

RAW
JPG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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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셀프 타이머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 설정 메뉴

활성화

끄기 또는 켜기를 선택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시간

2,3,4,5 등으로 단계가 있으며 

1초에서 60초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설정 X1D 사용 설명서

Exposure

Quality

Focus

Self Timer

CAMERA SETTINGS

RAW
JPG

AF

4.5 카메라 셀프 타이머 설정

카메라 메뉴 셀프 타이머 설정 메뉴

CAMERA SETTINGS:  SELF TIMER

Active:

Time: 2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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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아이콘을 누릅니다. 

카메라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반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  >  카메라 설정  >  기반 설정

기반 설정 메뉴

빠른 노출 보정

끄기 또는 켜기를 선택합니다. 

노출 보정 혹은 AE 잠금 상태가 촬영 후 

리셋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카메라 메뉴 기반 설정 메뉴

X1D www.hasselblad.com

설정

4.6 카메라 기반 설정

  
 

CAMERA SETTINGS:  CONFIGURATION

Exposure Quick Adjust:
Exposure

Quality

Focus

Self Timer

CAMERA SETTINGS

RAW
JPG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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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동영상 아이콘을 누릅니다. 

동영상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동영상 설정 메뉴를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동영상 설정

해상도

동영상 해상도 설정이 1080p 혹은 

720p 에서 선택합니다.

X1D 사용 설명서설정

X1D www.hasselblad.com

4.7 동영상 설정 메뉴

메인 메뉴  >  동영상 설정

  

Resolution: 1080p

VIDEO SETTINGS:  QUALITY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AFRAW
JPG

메인 메뉴 동영상 설정 메뉴 동영상 퀄리티 설정

Quality

VIDEO SETTINGS

1080p

비디오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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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모드에서는 Apple iPhone, iPad 또는 iPod의 

Hasselblad Phocus Mobile 애플리케이션으로 카메라를 

컴퓨터에 테더링 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Fi 기능은 1개의 작동 모드(직접 액세스)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새로운 Wi-Fi 네트워크를 만들고 iPhone/i-

Pad/ iPod을 연결하는 것이 직접 액세스입니다. 

 

네트워크 이름은 카메라 일련번호를 포함합니다. 

예: “X1D-50c SQ34000123”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2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의 메인 메뉴에서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Wi-Fi를 선택합니다. 

설정: 

Wi-Fi: 켜기 또는 끄기 

모드: 2.4 GHz 또는 5 GHz.

2

3

참고!

일부 지역은 5GHz Wi-Fi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만약 Wi-Fi 를 10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을 절약하기 위해 자동으로 꺼집니다.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 설정

4.8 일반 설정 메뉴

메인 메뉴  >  일반 설정

 

4.9 일반 설정 Wi-Fi

메인 메뉴  >  일반 설정  >  WI-FI 

WI-FI 모드

Wi-Fi:

Mode: 5 Ghz

GENERAL SETTINGS:  WI-FIMAIN MENU

ExposureWi-FiDisplay

FocusQualityPower &
Timeouts

ServiceStorage

AFRAW
JPG

메인 메뉴 일반 설정 메뉴 Wi-Fi 설정 메뉴

일반 설정

아이콘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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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  >  일반 설정 >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메뉴 설정

X1D www.hasselblad.com

설정 X1D 사용 설명서

4.10 일반 설정 디스플레이

밝기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쓸어서 

밝기를 변경합니다. 

오른쪽은 밝게, 왼쪽은 어둡게 합니다. 

미리보기

끄기 또는 켜기를 선택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매 촬영 후 촬영한 

이미지 미리보기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일반 설정 메뉴 디스플레이 메뉴

Brightness:

Show Preview:

GENERAL SETTINGS:  DISPLAY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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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커스텀 모드를 선택합니다. 

2

3

1 커스텀 모드 1 저장을 위해 

C1에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C1에 저장하시겠습니까?” 대화창이 뜹니다.

“저장하기”를 눌러서 C1 프로그램에 설정을 

저장하거나 설정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  >  일반 설정  >  커스텀 모드

커스텀 모드 메뉴 설정

X1D 사용 설명서 설정

X1D www.hasselblad.com

4.11 일반 설정 커스텀 모드

C1, C2, C3에 커스텀 모드 저장 방법

Save to C1

Save to C2

Save to C3

GENERAL SETTINGS:  CUSTOM MODES

일반 설정 메뉴 커스텀 모드 메뉴

Save to C1?
Previous settings will be overwritten!

Exit

Save

커스텀 모드 메뉴 C1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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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2

3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메인 메뉴  >  일반 설정  >  저장소

카드 포맷 

- SD1 포맷

- SD2 포맷

이미지 저장소 

- 주 슬랏 : SD1 혹은 SD2

- 보조 슬랏 사용

저장소 메뉴 설정

설정 X1D 사용 설명서

X1D www.hasselblad.com

4.12 일반 설정 저장 매체

Format SD1?
All content will be erased!

Primary Image Slot:

Secondary Slot Usage:

SD 1

None

GENERAL SETTINGS:  STORAGE

Format Card

Destination

Format SD 1

Format SD 2

Exit

Format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저장소 메뉴

카드 포맷 대화상자 표시

일반 설정 메뉴

카드 포맷

1 포맷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저장소 메뉴에서 SD1 혹은 SD2 를 선택합니다. 

새 카드 포맷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포맷하지 않고 나가려면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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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Image Slot:

Secondary Slot Usage:

SD 1

None

GENERAL SETTINGS:  STORAGE

Format Card

Destination

Format SD 1

Format SD 2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일반 설정 메뉴 저장소 메뉴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 설정 저장 장치 아이콘을 누릅니다. 

이미지 저장소를 선택합니다. 

저장소 설정

2

3

4

X1D 사용 설명서 설정

이미지 및 비디오 저장소

메인 메뉴  >  설정  >  저장장치  >  이미지 저장소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오버플로우를 선택하면 주 저장 카드가 가득 찼을 때 

보조 카드로 자동 전환합니다.

이미지 저장소
 - 주 저장 지점: SD1 또는 SD2. 

- 보조 저장 슬롯 사용: 

       - 없음. 

       - 오버플로우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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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에서 

일반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날짜 및 시간 아이콘을 누릅니다. 

2

3

메인 메뉴  >  설정  >  날짜 및 시간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팝업 메뉴를 사용하여 

연도, 월, 일을 변경, 날짜를 설정합니다. 

X1D www.hasselblad.com

설정 X1D 사용 설명서

4.13 일반 설정 날짜와 시간

날짜 및 시간 메뉴 설정

날짜
 

시간

팝업 메뉴로 시, 분을 변경하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Date:

Time:

2016 - 06- 22

13 : 01

GENERAL SETTINGS:  DATE & TIME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날짜 및 시간 메뉴일반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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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를 사용하면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터치 디스플레이가 꺼지도록 

설정하거나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1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설정의 전원과 남은시간 아이콘을 누릅니다.

수치를 누르거나 팝업 메뉴에서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시간 단위를 변경합니다.  

3

2

4

메인 메뉴  >  설정  >  전원과 남은 시간

X1D www.hasselblad.com

X1D 사용 설명서 설정

4.14 일반 설정 전원과 남은시간

디스플레이 변경 혹은 전원 끄기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디스플레이 끄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3초

- 5초

- 10초

- 20초

- 30초

- 60초

- 계속 켜짐

전원과 남은 시간 메뉴

디스플레이 끄기

디스플레이 전원 꺼짐 설정을 선택합니다.

- 5분

- 10분

- 30분

- 계속 켜짐

전원 꺼짐

10 sec

10 min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전원과 남은시간 메뉴일반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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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X1D 사용 설명서

카메라에는 액셀로미터가 내장되어 있습 

니다. 액셀로미터는 카메라가 수평 축 (A) 

혹은 수직 축 (B)에 대비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계산합니다.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설정 메뉴에서 수평계 아이콘을 누릅니다. 

하얀색 원이 중앙에 정렬하고 녹색으로 

변할 때까지 상/하/좌/우를 조정합니다. 

3

4

카메라를 수평계에 맞춰 정렬하는 방법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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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일반 설정 수평계 

메인 메뉴  >  설정  >  수평계 설정 메뉴 카메라 수평이 맞았을 때 수평계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카메라가 왼쪽으로 기울어짐 카메라가 수직-수평 정렬

카메라가 수직정렬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짐

A  B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Spirit Level

카메라가 위로 기울어짐 카메라가 아래로 기울어짐



수평계는 팩토리 혹은 사용자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모드에서 수평계는 

사용자에 의해 캘리브레이션 됩니다. 

팩토리 모드에서는 초기 출고시 사용된 캘리 

브레이션 수치를 사용합니다. 

오른쪽으로 쓸거나 메뉴/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메인 메뉴로 돌아가세요. 

X1D 사용 설명서 설정

2

1 메인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설정 메뉴에서 수평계 아이콘을 누릅니다. 

상단 왼쪽의 아이콘(A)을 누릅니다.

수평계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카메라를 주의깊게 수직 혹은 

수평 방향으로 정렬합니다. 

캘리브레이트 (B)를 누릅니다. 

2개의 흰색 원이 이제 중심으로 이동

했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하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3

4

5

6

7

8

수평계 캘리브레이션 방법

오른쪽으로 쓸거나 메뉴/나가기 버튼을 

눌러서 메인 메뉴로 돌아가세요. 

2

1 메인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설정 메뉴에서 수평계 아이콘을 누릅니다. 

상단 왼쪽의 아이콘(A)을 누릅니다.

수평계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팩토리 설정 아이콘 (C) 을 누릅니다. 

팩토리 설정 아이콘 (D) 이 표시되며 

수평계는 이제 팩토리 캘리브레이션 

설정으로 리셋됐습니다. 

3

4

5

6

7

수평계를 팩토리 설정값으로 리셋하는 방법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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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수평/수직이 맞았을 때 수평계

카메라가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짹 기울어진 상태

A  

SPIRIT LEVEL

SPIRIT LEVEL

Calibrate

Calibrate

B  

C  

수평계가 사용자에 의해 

캘리브레이션 됐을 때

X1D

수평계 캘리브레이션

메인 메뉴  >  설정  >  수평계

  팩토리 설정 적용된 팩토리 모드

  사용자 설정 적용된 사용자 모드

D  

설정 메뉴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Spiri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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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 설정의 언어 아이콘을 누릅니다.3

2

1 터치 디스플레이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언어로 이동합니다. 

언어를 선택합니다. 

팝업 바깥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닫습니다. 

3

4

5

2

이후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더 많은 언어 옵션이 추가됩니다. 

카메라가 모르는 언어(예: 임대 카메라)로 

설정되어 있다면 문제 해결의 장에서 

해결책을 참조하십시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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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일반 설정 언어

메인 메뉴  >  설정  >  언어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언어 메뉴 설정

이용 가능한 언어

참고!

Language: English

GENERAL SETTINGS:  LANGUAGE

일반 설정 메뉴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언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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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 설정의 서비스 아이콘을 누릅니다.3

2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데모 모드는 소매점 데모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MENU를 누릅니다.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로그 데이터로 이동합니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로그 데이터 저장을 누르면 로그 파일을 CFast 카드 또는 

SD 카드에 저장합니다. 

나가기(MENU 버튼)를 눌러서 선택한 항목을 저장합니다. 

3

4

5

6

7

2

로그 데이터 저장 방법:

저장 장치 비활성화는 카메라를 

다시 시작했을 때만 작동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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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일반 설정 서비스

메인 메뉴  >  설정  >  서비스

서비스 메뉴 설정

서비스 메뉴 설정

업데이트 확인 

로그 데이터 

수리 목적 로그 데이터 저장을 누릅니다. 

데모 모드 

저장 공간 비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면 

대화 화면이 표시됩니다. 비활성화를 눌러서 

저장 공간을 비활성화합니다. 

켜기를 선택하면 체크박스에 V 자 표시가 

생기며 끄면 빈칸으로 남습니다. 

  
 

Deactivate Storage:

GENERAL SETTINGS:  SERVICE

Firmware Update

Log Data

Demo Mode

Check for Update

Save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서비스 메뉴일반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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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 설정의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가 삽입된 카드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확인합니다.

3

4

2

1 X1D 펌웨어를 반도카메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펌웨어 파일을 SD 카드에 저장합니다. 

SD 카드를 X1D 카메라에 삽입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 펌웨어 업데이트 / 업데이트 

확인 순으로 선택하세요. 

펌웨어 파일 이름과 번호가 다운로드 받은 

최신 펌웨어 파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진행 중 “업데이트 진행중” 문구가 

X1D 카메라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업데이트 진행 중 X1D 카메라 전원을 끄지 마세요. 

업데이트가 수 분간 진행됩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다음 문구가 나타납니다. 

“업데이트 종료. 배터리를 탈착 후 재삽입 하세요!”

배터리를 탈착 후 재삽입 합니다. 

X1D 카메라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새 펌웨어가 인스톨 됐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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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X1D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메인 메뉴  >  설정  >  업데이트 확인

X1D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

FIRMWARE UPDATE

X1D-v1_2_2.cim

Cancel

2개의 펌웨어가 확인됐을 때

펌웨어 업데이트

X1D-v1_2_3.cim

Update

FIRMWARE UPDATE

No Updates available

Exit

GENERAL SETTINGS:  SERVICE

업데이트 확인

펌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대화창

Deactivate Storage:

GENERAL SETTINGS:  SERVICE

Demo Mode

Save

서비스 메뉴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일반 설정 메뉴

Firmware Update

Log Data

Check for Update



109

1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 설정의 이 카메라에 관하여 

버튼을 누릅니다.

3

2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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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 사용 설명서 설정

4.19 일반 설정 이 카메라에 관하여

메인 메뉴  >  설정  >  이 카메라에 관하여

펌웨어 

이 카메라에 관하여 메뉴에서 펌웨어 버전이 

최신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펌웨어는 

Hasselblad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시리얼 번호 

Hasselblad 지원 부서가 문제 해결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시리얼번호도 이곳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라이선스

보유 라이선스를 보여줍니다.

인증

보유 인증을 보여줍니다. 

Firmware   v1.23-4567

Serial Number  UQ2600001

Licenses

GENERAL SETTINGS:  ABOUT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이 카메라에 관하여 메뉴일반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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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일반 설정의 이 카메라에 관하여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 아이콘을 누릅니다.

3

4

2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인증 E-레이블

지역에 따라 카메라 아래쪽에 새겨진 인증 

정보와 별도로 E-레이블이 표시됩니다. 

본 레이블은 메인 메뉴에서 설정 > 

이 카메라에 관하여 > 인증을 차례로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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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X1D 사용 설명서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4.20 일반 설정 인증 관련

메인 메뉴  >  설정  >  이 카메라에 관하여  >  인증 일반 설정 메뉴

지역에 따라 카메라 아래쪽에 새겨진 인증 

정보와 별도로 E-레이블이 표시됩니다. 

이 카메라에 관하여 > 인증을 차례로 

About

Firmware   v1.23-4567

Serial Number  UQ2600001

Licenses

GENERAL SETTINGS:  ABOUT

이 카메라에 관하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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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D 30은 자동/수동 초점 기능을 갖춘 

고정 초점 30mm 렌즈입니다.

XCD 45는 자동/수동 초점 기능을 갖춘 

고정 초점 45mm 렌즈입니다.

XCD 90은 자동/수동 초점 기능을 갖춘 

고정 초점 45mm 렌즈입니다.

5.1 XCD 렌즈 범위

XCD 30 LENS

XCD 45 LENS

XCD 90 LENS

Hasselblad XCD 90 Lens, 90 mm

Hasselblad XCD 30 Lens, 30 mm

X1D www.hasselblad.com

액세서리 X1D 사용 설명서

Hasselblad XCD 45 Lens, 45 mm



5.2 HC 렌즈 액세서리 옵션

H13, 26, 52 연장 튜브

(3053513, 3053526, 3053542)

연장 튜브는 렌즈와 바디를 연결하여 클로즈업 사진의 

가까운 초점 거리를 줄여줍니다. 

크기는 세 가지(13 mm, 26 mm, 52 mm)가 있습니다. 

X1D에는 TTL 측광 시스템이 있으므로 노출은 자동 보정됩니다.

매크로 컨버터 H

(5023720)

매크로 컨버터 H 는 카메라와 렌즈 사이에 장착됩니다. 

매크로 컨버터 H 는 핫셀블라드 HC / HCD 렌즈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XCD HC 렌즈 어댑터

(3025000)

XH 렌즈 어댑터는 HC 혹은 HCD 렌즈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XH 렌즈 어댑터는 HC 혹은 HCD 렌즈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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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액세서리 옵션

프로 셰이드 V/H 60-95

(3040740) 

산란광을 매우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조절식 벨로우즈 렌즈 

셰이드입니다. 크기가 작고 납작하게 접혀서 장비 케이스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리, 젤라틴 또는 플라스틱 

필터용 필터 홀더가 있습니다.

프로 셰이드 어댑터

(3043415, 3043417, 3043419) 

67mm, 77mm, 그리고 95mm HC 렌즈용 바요넷 마운트 

어댑터입니다. 단단히 부착할 수 있는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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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 XCD 렌즈 필터 크기

XCD 30 77 mm

XCD 45 67 mm

XCD 90 67 mm

UV-sky 필터

(3053470, 3053474, 3053478)

UV 복사를 흡수하고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블루 헤이즈를 낮춥니다. 

또한, 앞쪽 렌즈 표면을 보호합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 

권장합니다. 다양한 렌즈에 맞는 3가지 크기가 제공됩니다. 

UV-sky 67mm (3053470), UV-sky 77mm (3053474), 

UV-sky 95mm (3053478)

폴라 필터

(3053482, 3053486, 3053490)

비구면 반사와 빛번짐을 줄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색 채도를 높여줍니다. 

파란 하늘색이 강렬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3가지 크기로 제공됩니다. 

카메라 스트랩 X

(3054754)

미끄러짐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엑스트라 와이드 카메라 스트랩으로 

표준 액세서리입니다. 

X1D www.hasselbl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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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D 사용 설명서 문제해결

문 제 원 인 권장 해결 방법

카메라가 비활성화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전기 방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립의 컨트롤 버튼 주변이 

전도성 코드 또는 접지된 금속에 우연히 

닿으면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비활성화되더라도 손상을 일으 

키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삽입하세요.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켜서 

카메라를 다시 켭니다. 

잘못된 언어입니다.

카메라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설정 

되었을 경우 (예: 임대 카메라),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와 화면에 따라 선호 

하는 언어로 이동하십시오.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삽입하세요.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켜서 

카메라를 다시 켭니다. 

이미지에 어둡거나 변색된 

지점, 선이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표면에 먼지나 입자가 

묻었습니다. 

본 가이드의 렌즈 유리를 청소하는 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온도 경고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빠르게 촬영하면 카메라의 프로세서에 

높은 부하가 걸리고, 열이 발생합니다. 

특히, 고온 환경일 때 이미지 파일에 

노이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약 60°C에 도달하면 냉각을 위해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가 나타납니다.

카메라를 적어도 약 20분간 

식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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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에서 부품을 분리합니다. 

카메라에 부품을 다시 부착합니다.2

1 배터리를 분리합니다. 

10초간 기다립니다. 

배터리를 다시 삽입합니다. 

이제 카메라 프로세서가 재설정되었습니다. 

2

3

X1D www.hasselblad.com

문제해결 X1D 사용 설명서

6.1 에러 메시지

주의! 

부품을 카메라에서 탈착 할 때 주의하십시오. 

데이터 버스 연결 부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1 에러 메시지를 메모합니다. 

Hasselblad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합니다.2

여전히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여전히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제 카메라 프로세서가 재설정되었습니다. 

부품을 카메라에서 탈착 할 때 주의하십시오. 

데이터 버스 연결 부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표시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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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스플레이에서 설정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반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에 표시된 아이템 중에서 

지구모양 아이콘 (위에서 7번째)을 

선택합니다. 

사용을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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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알 수 없는 언어 변경

메인 메뉴  >  설정  >  언어

메뉴/나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쓸어서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언어 메뉴

Language: Korean

GENERAL SETTINGS:  LANGUAGE

일반 설정 메뉴

Wi-Fi

Display

Custom Modes

Storage

Date & Time

GENERAL SETTINGS

Power & Timeouts

Language

Service

About

MARCH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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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어 블로어를 사용해서 먼지를 제거합니다.  

안됐을 경우 매우 부드러운 렌즈 브러쉬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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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렌즈 유리 청소

먼지 제거

주의!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렌즈 유리에 먼지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1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 

Hasselblad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고급 렌즈 세척 용액을 티슈에 묻혀서 

렌즈 유리를 청소합니다.

2

얼룩 제거

주의!

손가락으로 유리 표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렌즈 유리에 얼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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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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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센서 필터 청소

부품을 카메라에서 탈착 할 때 주의하십시오. 

데이터 버스 연결 연결 부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

렌즈를 제거할 때는 카메라 입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카메라 입구는 매우 민감합니다. 장비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압축 공기 캔으로 IR 필터 유리를 청소할 경우 사용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필터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축 공기로도 필터의 더러움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E-와이프를 사용합니다. 다음의 절차를 따르 

십시오. 
주의!

이미지에서 얼룩이 보이면 IR 필터 안쪽이나 CMOS 자체에 

먼지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핫셀블라드 구매처에 연락하세요. 

먼지나 유사한 물질을 청소할 목적으로 센서 앞의 유리 IR 

필터를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는 장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

E-와이프의 같은 면을 두 번 사용하지 마십시오. 처음 

지나갈 때 제거했던 입자가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1 USB 3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면 분리합니다. 

렌즈 릴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렌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렌즈를 제거하세요.

IR 필터 외부를 깨끗한 압축 공기를 사용해 

주의깊게 불어 주세요.  

2

3

4

5

10 청소가 끝나는 즉시 렌즈를 다시 카메라에 부착합니다. 

이미지를 여러 장 촬영합니다. 

이미지를 검사합니다. 

11

12

6 표시된 부분을 뜯어서 봉인을 엽니다. 

포장에서 E-와이프를 꺼내고, 

휴지를 IR 필터의 너비에 맞게 접습니다. 

2~3개의 손가락으로 와이프 가장자리에 힘을 주어서 

와이프가 필터 표면과 고르게 접촉하도록 합니다. 

표면을 한 번에 닦아냅니다. 

7

8

9

렌즈 제거와 센서 클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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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블라드 X1D 유저 가이드

이 설명서에 포함된 정보는 참고용이며,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Victor Hasselblad AB의 

약속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사용한 X1D 제품 이미지는 Hasselblad 

X1D 실물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시각화를 위해 3D로 

제작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사용 

되었고, Hasselblad X1D의 이미지 화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의 글은 Victor Hasselblad AB의 명시적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서에 사용한 이미지는 촬영한 사람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복제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모든 텍스트: © Victor Hasselblad AB. 

이 사용 설명서에서 특정 사진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든 이미지: © Victor Hasselblad AB. 

Victor Hasselblad AB는 이 설명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책임지거나 배상하지 

않습니다. 

Victor Hasselblad AB는 Hasselblad 소프트웨어나 

제품을 사용하는 도중 또는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상을 책임지거나 배상하지 않습니다. 

Hasselblad, Phocus, Phocus Mobile은 Victor 

Hasselblad AB의 상표입니다. 

Adobe 및 Adobe Photoshop은 Adobe Systems, 

Inc.의 상표입니다. Macintosh, Mac OS, iPhone®, 

iPad® 및 iPod Touch® 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InfoLithium은 Sony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Canon, Nikon, Leica, Sony, Fuji 및 Olympus는 각 소유 

기업의 상표입니다. Qp Card는 Qp Card AB의 상표 

입니다. E-Wipe는 Photosol Inc.의 상표입니다. 

Copyright © 2016

Victor Hasselblad AB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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