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CA SL2
펌웨어 업데이트

KO

펌웨어

카메라 모델
Leica SL2

펌웨어 버전
4.0

사진 & 비디오

_신규: 썸휠/전면 조정 다이얼을 통한 ISO 감도 직접 설정
_신규: WLAN 자동 꺼짐 전 시간 설정 가능(Wi-Fi 슬립 모드)

_신규: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사진 및 비디오 선택하기
_확장: L-Mount Alliance 렌즈용 추가 기능 지원

_확장: FN 버튼을 통한 바로가기 추가 기능 선택 가능

_개선: AF 측정 방식의 개인 인식 기능으로 기본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눈 선택 가능
_개선: 미세 단위(1/2 EV 또는 1/3 EV) ISO 설정

_개선: 절전 모드 완전 비활성화 가능(HDMI를 통한 촬영 시 AF 시스템 꺼짐 없음)
_개선: 펌웨어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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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_신규: 마지막으로 사용한 위치와 이미지 중앙 사이에서 AF 측정 위치 빠르게 전환

KO

_신규: 노출 및 피사계 심도 미리보기
_개선: 지오태깅(Leica FOTOS 사용)

비디오

  _개선: 영화 촬영 모드(Cine mode)에서 T-Stop(1/2 또는 1/3 단계)의 조리개 설정
_개선: Leica FOTOS와의 HDMI 출력 호환성
_개선: USB 연결과의 HDMI 출력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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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Leica는 고객님의 카메라를 개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합니다. 카메라의 많은 기능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므로 추후
기능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요소가 카메라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
해 Leica는 정해진 주기없이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카메라 정품등록을 완료하면 Leica의 새로운 업데이트에 관한 모든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ica FOTOS 사용자는 또한 Leica 카메라의 펌웨
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받습니다.

설치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정보를 선택합니다.
• 현재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실행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이 중단되면 장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중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
다.
• 카메라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렌즈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참고
•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은 경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
우에는 먼저 배터리를 충전하고 위에 설명된 작업을 반복하십시오.

• 카메라 정보 하위 메뉴에서 자세한 장치 및 국가별 승인 표시 또는 번호
를 확인하십시오.

카메라의 정품등록 및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펌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자
세한 정보 및 경우에 따라 본 설명서의 내용 변경 및 추가 사항은 아래의 "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lub.leica-came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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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제2의 SD 카드를 카메라에서 제거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정보를 선택합니다.

▸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다음 카메라에 넣으십시오.

▸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의 모든 펌웨어 파일을 제거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의 모든 촬영물을 백업한 다음 카메라에서 포맷을 진행
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데이터 손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경우 메모리 카드에 존재
하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십시오.

• 펌웨어 파일은 메모리 카드의 최상위 레벨에 저장해야 합니다(하위
디렉토리 아님).

▸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십시오.
▸ 카메라를 켜십시오.

▸ 준비를 실행하십시오.

KO

▸ Camera Firmware Version 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시작 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정보가 있는 쿼리가 표시됩니다.

▸ 버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예 를 선택합니다.

• SD 카드에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쿼리가
표시됩니다.

▸ 예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하단의 상태 표시 LED가 깜박입니다.

•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재시작 요청과 함께 해당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참고
• 다시 시작한 후에는 날짜 & 시간 및 언어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해당
쿼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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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 지정

실시간 수동 ISO 설정이 가능하도록 썸휠과 전면 설정 다이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조작 버튼은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
다.

지정 실행하기

▸ 원하는 모드(사진 또는 비디오)로 이동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직접 액세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다이얼 지정(AF 렌즈)/다이얼 지정(MF 렌즈) 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노출 모드를 선택하려면:

▸ 조이스틱 상/하 버튼을 누릅니다.

• 현재 설정할 수 있는 지정은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썸휠 지정을 적용하려면:

▸ 썸휠을 돌리십시오.

• 사용 가능한 기능 간에 썸휠 할당이 전환됩니다.

전면 설정 다이얼 지정을 실행하려면:

▸ 전면 설정 다이얼을 돌립니다.

• 사용 가능한 기능 간에 전면 설정 다이얼 할당이 전환됩니다.

지정을 저장하고 메뉴를 종료하려면:

▸ 조이스틱 좌측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 셔터 버튼을 살짝 누릅니다.
또는

▸ MENU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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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다이얼 지정
(촬영 모드에서)

비디오 모드

두 설정 다이얼의 기능은 활성된 노출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다이얼 할당
은 각 노출 모드의 사진 및 비디오 모드에 대해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AF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한 기능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공장 설정은 굵게 강조 표시
됨).
사진 모드
P
S
A
M

썸휠

전면 설정 다이얼

장면 모드 전환

장면 모드 전환

ISO

ISO

노출 보정
노출 보정
셔터 속도
ISO

조리개

노출 보정
ISO

조리개

셔터 속도
ISO

노출 보정

P
S
A
M

썸휠

전면 설정 다이얼

마이크 게인

마이크 게인

ISO

ISO

노출 보정
노출 보정
셔터 속도
ISO

조리개

노출 보정
ISO

조리개

셔터 속도
ISO

KO

노출 보정
노출 보정
셔터 속도
ISO

조리개

노출 보정
ISO

조리개

셔터 속도
ISO

노출 보정
셔터 속도
ISO

조리개

노출 보정
ISO

조리개

셔터 속도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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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다이얼 개별화

MF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 원하는 모드(사진 또는 비디오)로 이동합니다.

사진 모드

두 설정 다이얼은 서로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
은 노출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 메인 메뉴에서 직접 액세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다이얼 지정(AF 렌즈) 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할당을 실행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공장 설정은 굵게 강조 표시
됨).

A
M

썸휠

전면 설정 다이얼

노출 보정

노출 보정

확대
ISO

확대

셔터 속도
ISO

비디오 모드
A
M

8

확대
ISO

확대

셔터 속도
ISO

썸휠

전면 설정 다이얼

노출 보정

노출 보정

확대
ISO

확대

셔터 속도
ISO

확대
ISO

확대

셔터 속도
ISO

설정 다이얼 개별화

두 설정 다이얼은 서로 독립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능은
노출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KO

▸ 원하는 모드(사진 또는 비디오)로 이동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직접 액세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다이얼 지정(MF 렌즈) 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할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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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꺼짐 설정 옵션
WLAN 자동 종료
(슬립 모드)

공장 설정에서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Wi-Fi는 잠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는 절전을 위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 꺼짐 시간은 조정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선택한 시간 내에 언제든지 카메라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공장 설정: 5분 후

▸ 메인 메뉴에서 Leica FOTOS를 선택합니다.
▸ Wi-Fi 슬립 모드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 5분 후: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꺼짐

– 내일: 오늘 자동 꺼짐 안 함
– 안 함 : Wi-Fi 항상 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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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스틱을 사용하여 사진 및 비디오 선택하기
재생 모드에서 이제 사진 및 비디오 촬영물을 조이스틱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O

표시/등급 지정

더 빨리 찾거나 나중에 여러 장의 사진을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사진을
즐겨찾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보기 및 개요보기 모두에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표시하려면:

▸ 기능 버튼 4를 누릅니다.
또는

▸ 조이스틱을 위로 누릅니다.

• 사진에 ★ 표시가 나타납니다. 표준 크기로 볼 때 아이콘은 축소된
사진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개요의 맨 오른쪽 머리글에 나타납
니다.

표시를 해제하려면:

▸ 기능 버튼 4를 누릅니다.
또는

▸ 조이스틱을 아래로 누릅니다.
• ★ 표시가 사라집니다.

참고
• 개요 디스플레이에서 선택은 기능 버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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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인식

개인 인식(얼굴 인식)

개인 인식은 얼굴 인식의 확장 기능입니다. 이 경우 얼굴의 생체 패턴 외
에도 신체의 생체 패턴이 인식되어 초점을 맞추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잠시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
니다. 특히 이미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이 기능은 의도하지 않은 다
른 얼굴로 "점프"하는 것도 방지합니다.

얼굴 인식 중 눈이 인식되면, 눈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다수의 눈이 감지
되면 초점을 맞출 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눈이 강조 표시
됩니다.

또한 이미지에 다수의 얼굴이 있는 경우 원하는 얼굴을 쉽게 선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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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간에 전환하려면:

▸ 조이스틱을 원하는 방향으로 누릅니다.

초점이 맞춰진 눈을 변경하려면:

▸ 조이스틱을 누릅니다.

미세 ISO 설정

특히 비디오 촬영 시에는 노출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ISO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Leica SL2는 EV 증가 설정
에 따라 1/2 EV 또는 1/3 EV 단위로 증가하는 자동 ISO 설정을 지원합니
다. 비디오 모드에서 이러한 증가는 수동 설정에도 사용됩니다. 사진 모드
에서는 수동 ISO 설정이 전체 EV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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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전 기능

모니터 및 EVF 자동 종료

배터리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모니터 및 EVF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꺼질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자동 초점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동 꺼짐 시 AF 시스템도 비활
성화됩니다. HDMI를 통한 촬영 시 자동 초점을 사용하려면 Off 설정할 것
을 권장합니다.
공장 설정: 1분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설정을 선택합니다.
▸ 절전을 선택합니다.

▸ 디스플레이/AF 자동 끄기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Off, 30 s , 1 min , 5 min)

참고
• 상단 디스플레이는 자동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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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AF 포인트

중앙 AF 포인트 기능을 사용하면 사진 모드에서 두 측정 위치 사이를 빠르
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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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첫 번째 호출은 AF 측정 포인트의 위치를 이미지의 중앙으로 재설
정합니다. 추가 호출이 있을 때마다 AF 측정 포인트가 이미지 중앙과 마지
막으로 사용된 초점 위치 사이에서 앞뒤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중앙 AF 포인트 가 기능 버튼 중 하나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참조).

참고
• 이 기능은 AF 모드 스팟, 필드 , 영역 및 트랙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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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및 피사계 심도 미리보기

이 기능에 의해 현재 조리개 및 셔터 속도의 현재 설정 효과가 시뮬레이션
됩니다. 이를 통해 촬영 전에 이미지의 노출과 피사계 심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피사계 심도 미리보기 버튼에 해당합니다.
▸ 노출/피사계 심도 미리보기 기능을 기능 버튼에 할당합니다.
▸ 기능 버튼을 누릅니다.

• 디스플레이 옵션을 통해 주기적으로 표시가 변경됩니다.
– 미리보기 없음

– 현재 조리개 미리보기(피사계 심도)

– 현재 조리개 미리보기(피사계 심도)
및 셔터 속도(노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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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정보가 표시되면, 활성 피사계 심도 또는 노출 미리보기가 조리개 및
셔터 속도 값 옆에 녹색 눈 모양 아이콘 으로 표시됩니다. 추가로 해당
단위 기호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지오태깅

촬영 장소 기록하기
(LEICA FOTOS 앱과 연결된 경우에만 해당)

Leica FOTOS 앱과 연결하여 모바일 장치로부터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현재 위치 정보가 촬영물의 Exif 데이터에 기록됩니다(지
오태깅).

지오태깅 상태

정보 바가 표시되고 지오태깅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한 위치 정
보의 상태가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상태 화면은 항상 현재 지오태깅 상태
를 보여줍니다. 지오태깅 상태는 추가로 상단 디스플레이에도 나타납니
다.
위치 정보는 최신 상태입니다(마지막 위치 결정 최대
15분 전).

위치 정보가 더 이상 최신 상태가 아닙니다(마지막 위치
결정 최대 12시간 전).

▸ 모바일 장치에서 위치 서비스를 활성화하십시오.

▸ Leica FOTOS를 활성화하고 카메라와 연결하십시오("Leica FOTOS"
장 참조).

사용 가능한 위치 정보가 오래되었습니다(마지막 위치
결정 12시간 이상 전).

▸ Leica FOTOS에서 이 카메라에 대한 지오태깅을 활성화하십시오.

참고
•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는 GPS 사용이나 이와 관련된 기술 사용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관련 기관에 의해 추적됩니다. 그러므로 해외
여행 시 사전에 반드시 해당 국가나 해당 국가의 관광청에 문의해야 합
니다.
• Bluetooth 연결을 설정하는 데에는 몇 초가 걸립니다. 카메라에 자동
꺼짐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적절한 리드 타임을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해
야 합니다.

KO

아이콘 없음

Exif 데이터에 위치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오태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Leica FOTOS와 연결되어 있으면 위치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됩
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카메라와 모바일 장치의 Bluetooth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에서 앱이 열릴 필요는 없습니다.

• 재생하는 동안 위치 정보가 있는 촬영물은 지오태깅 아이콘으로 식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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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모드(Cine mode)의 T-Stop

T-Stop(Cine mode)의 조리개 설정이 개선되었으며, (호환 가능한 Leica
렌즈 사용 시) 설정을 1/2 또는 1/3 단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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