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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전 검토 

❑ 사진 찍기 전 지지대와 그 곳에 부착된 사진기를 조심스럽게 최적 위치로 

조심스럽게 이동시키십시오.  

❑ 사진기 지지대의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 불빛이 설정되고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진기 앞 렌즈 덮개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앞쪽 원형 다이얼이 “on (켜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진기의 오른쪽 

위에 위치함) 

❑ 화면상에 사진기의 건전지 잔여량을 확인하여 사진기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원형의 중간 다이얼 (사진기의 왼쪽 위에 위치함)이 “auto (자동)”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모드를 추천해드리지만 다른 모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하는 설정으로 돌리는 동안 다이얼 중간의 원형 버튼을 누르십시오. 

뷰화인더를 이용한 사진 찍기 

❑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사진기 몸체나 렌즈를 조심하여 다루면서 

사진 대상을 뷰화인더 틀에 넣으십시오.  

❑ 사진 대상을 AF 영역 틀에 위치시키십시오.  

❑ 셔터 열림 버튼을 반쯤 눌러 초점을 맞추십시오. (on (켜짐)/off (꺼짐) 앞쪽 원형 

다이얼 중간에 위치함) 사진 대상이 안정되었으면 화면에 검은 원이 나타납니다.  

❑ 셔터 열림 버튼을 끝까지 서서히 눌러 사진을 찍으십시오.  

❑ 이미 찍은 사진을 보기 위해서는 “play (플레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trashcan 

(휴지통) 버튼 왼쪽에 위치함)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왼쪽 및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사진들을 확인하십시오. 사진을 지우기 위해서는 휴지통 표시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이브뷰를 이용한 사진 찍기 

❑ 사진 대상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뷰 “Lv” 원형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 해당 점들이 사진기 표시와 정렬되도록 하십시오. 원형 손잡이 

중앙의 “Lv” 버튼을 누르십시오.  

❑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윗 단계들을 반복하십시오.  

❑ 라이브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다이얼 중앙의 “Lv” 버튼을 누르십시오.  

라이브뷰를 이용한 동영상 찍기 

❑ 화면에 동영상 대상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뷰 “Lv” 원형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 해당 점들이 동영상 표시와 정렬되도록 하십시오. 다이얼 중앙의 

“Lv” 버튼을 누르십시오. 

❑ 녹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십시오 (on/off (켜짐/꺼짐) 

앞쪽 원형 다이얼 왼쪽 아래에 위치함). 

❑ 동영상 녹화중 셔터 열림 버튼을 끝까지 눌러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 녹화를 끝내기 위해서는 동영상 녹화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 라이브뷰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다이얼 중앙의 “Lv” 버튼을 누르십시오.  

❑ 이미 찍은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play (플레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trashcan 

(휴지통) 버튼 왼쪽에 위치함)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왼쪽 및 오른쪽으로 

누르면서 동영상들을 확인하십시오. OK 를 눌러 동영상이 시작되도록 하십시오. 

사진을 지우기 위해서는 휴지통 표시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