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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카메라 모델 펌웨어 버전

Leica SL2 3.0

사진 & 비디오

 _신규: 하이라이트 중점하이라이트 중점 측광 방식

 _신규: 쉐도우 부분의 이미지 합성을 위한 iDRiDR(Intelligent Dynamic Range)

 _신규: 픽셀 매핑 수동 호출 가능

 _확장: 이미지 속성(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 및 쉐도우쉐도우) 추가 설정

 _개선: 개선된 알고리즘의 자동 초점

 _개선: 사용자 프로파일의 작동 모드 및 노출 모드 저장

사진

 _신규: 쉐도우 부분의 이미지 합성을 위한 보조 기능으로서 향상된 라이브 뷰향상된 라이브 뷰

 _신규: 이미지 오버레이

비디오

 _신규: 팔로우 포커스

 _신규:   동일한 화질(L-GOP)에서 감소된 비트 전송률을 갖는 비디오 형식 및 HEVC 비디오 형식
(H.265)

 _신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분할 기록

 _신규: 파형 모니터

 _신규: 조정 가능한 기준값(Color Bar 및 Testton)

 _신규: 녹화 중임을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한 REC 프레임

 _신규:  녹화 지속 기간 제한 없음

 _확장: 사용자 지정 LUT 프로파일 가져오기 옵션

상세한 사용 설명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kr.leica-camera.com/Service-Support/Support/Download

상세한 사용 설명서의 무료 사본을 주문하려면 아래에 등록하십시오.
www.order-instructions.leica-camera.com



KO KO

4 5

목차 펌웨어 업데이트
Leica는 고객님의 카메라를 개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카메라의 많은 기능은 전적으로 소프트웨어로 제어되
므로 추후 기능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요소가 카메라에 설치될 수 있
습니다. 이를 위해 Leica는 정해진 주기없이 당사 홈페이지에서 다
운로드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카메라 정품등록을 완료하면 Leica의 새로운 업데이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정보카메라 정보를 선택합니다.

• 현재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카메라의 정품등록 및 펌웨어 업데이트 또는 펌웨어 다운로드에 대
한 자세한 정보 및 경우에 따라 본 설명서의 내용 변경 및 추가 사
항은 아래의 "고객 서비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ub.leica-camera.com

펌웨어 업데이트 실행

펌웨어 업데이트 과정이 중단되면 장비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
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중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념해
야 합니다.

• 카메라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렌즈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참고
•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지 않은 경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배터리를 충전하고 위에 설명된 작업을 반복
하십시오.

• 카메라 정보카메라 정보 하위 메뉴에서 자세한 장치 및 국가별 승인 표시 또
는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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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펌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렌즈 펌웨어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시에는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지침이 적
용됩니다.

 ▸ 준비를 실행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정보카메라 정보를 선택합니다.
 ▸  Lens Firmware VersionLens Firmware Version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시작업데이트 시작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정보가 있는 쿼리가 표시됩니다.

 ▸ 버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예예를 선택합니다.

•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하단의 상태 표시 LED가 깜박입니

다.
•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재시작 요청과 함께 해당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어댑터 펌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댑터 펌웨어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시에는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지침이 적
용됩니다.

 ▸ 준비를 실행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정보카메라 정보를 선택합니다.
 ▸  Lens Firmware VersionLens Firmware Version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시작업데이트 시작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정보가 있는 쿼리가 표시됩니다.

 ▸ 버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예예를 선택합니다.

•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하단의 상태 표시 LED가 깜박입니

다.
•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재시작 요청과 함께 해당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참고
• 해당 메뉴 항목은 어댑터가 장착되어 활성 상태인 경우에만 표

시됩니다.

준비

 ▸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다음 카메라에 넣으십시오.
 ▸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제2의 SD 카드를 카메라에서 제거하십시
오.

 ▸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의 모든 펌웨어 파일을 제거하
십시오.

• 메모리 카드의 모든 촬영물을 백업한 다음 카메라에서 포맷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 데이터 손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경우 메모리 카드
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십시오.

• 펌웨어 파일은 메모리 카드의 (하위 디렉토리가 아닌) 최상위 
레벨에 저장해야 합니다.

 ▸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십시오.
 ▸ 카메라를 켜십시오.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 준비를 실행하십시오.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정보카메라 정보를 선택합니다.
 ▸  Camera Firmware VersionCamera Firmware Version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시작업데이트 시작을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정보가 있는 쿼리가 표시됩니다.

 ▸ 버전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예예를 선택합니다.

• SD 카드에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SD 카드에 사용자 프로파일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쿼리
가 표시됩니다.

 ▸  예예/아니오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하단의 상태 표시 LED가 깜박입니

다.
•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재시작 요청과 함께 해당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참고
• 다시 시작한 후에는 날짜 & 시간 및 언어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

다. 해당 쿼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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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인 메뉴에서 노출 측정노출 측정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측광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스팟스팟, 중앙 중점중앙 중점, 하이라이트 중점하이라이트 중점, 다중다중)
• 설정된 측광 방식은 모니터 화면의 헤더에 표시됩니다.

스팟 측광의 경우 프레임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조이스틱을 원하는 방향으로 누릅니다.

참고
• 노출 정보(ISO 값, 조리개, 셔터 속도 및 노출 보정 눈금이 있는 

광 밸런스)는 적절한 노출에 필요한 설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가장 중요한 표시(ISO 값, 조리개 및 셔터 속도)는 상단 디스플레
이에도 표시됩니다.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 방식

측광 방식
다음 측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정: 다중다중

스팟

중앙 중점

하이라이트 중점

다중

스팟

이 측광 방식은 화면 중앙의 작은 영역에만 중점을 둡니다. 스팟스팟 측
광 방식과 AF 측광 방식 스팟스팟, 필드필드 및 영역영역을 조합하면 프레임이 결
합됩니다. 이 경우에는 AF 프레임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프
레임에 의해 지정된 위치에서 노출이 측정됩니다.

중앙 중점

이 방식은 전체 화면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노출값 계산 시 주변 영
역보다 중앙 영역의 피사체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다중

이 측광 방식은 복수의 영역의 측정값 수집을 기반으로 합니다. 측
정값이 해당 상황의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되고, 수신된 주 피사체
의 적절한 재생에 맞는 노출값을 생성합니다.

하이라이트 중점

이 방식은 전체 화면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노출값은 피사체에서 
평균 이상으로 밝은 부분에 맞게 조정됩니다. 그러므로 피사체 부
분을 직접 측정할 필요 없이 피사체의 중앙 부분이 과다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측광 방식은 사진의 나머지 부분보다 훨
씬 더 밝게 조명되는 피사체(예: 라이트 조명을 받는 사람) 또는 평
균 이상으로 밝게 반사되는 피사체(예: 흰색 옷)에 특히 적합합니다.

다중 하이라이트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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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 매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에는 결함 있는 
픽셀이 나타납니다. 카메라가 주변 픽셀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계
산하여 결함 있는 픽셀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
함 있는 픽셀이 픽셀 매핑으로 알려진 프로세스에서 검출되고 등록
되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2주 간격으로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필요
한 경우 기능을 수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카메라 설정카메라 설정을 선택합니다.
 ▸  픽셀 매핑픽셀 매핑을 선택합니다.
 ▸  예예를 선택합니다.

• 픽셀 매핑이 수행됩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카메라를 재시작하세요카메라를 재시작하세요라는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카메라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쉐도우 부분의 자동 최적화

다이내믹 레인지
피사체의 콘트라스트 범위는 이미지의 가장 밝은 부분에서 가장 어
두운 부분까지 모든 밝기 수준을 포함합니다. 피사체의 콘트라스트 
범위가 카메라의 다이내믹 레인지보다 작으면, 모든 밝기 수준이 
센서에 의해 측정될 수 있습니다. 피사체의 밝기 차이가 큰 경우(
예: 배경에 밝은 창문이 있는 실내 사진, 그늘에 있는 피사체 부분
과 햇빛이 직접 비추는 피사체 부분이 있는 사진, 어두운 부분과 매
우 맑은 하늘이 있는 풍경 사진), 카메라가 제한된 다이내믹 레인지
로 인해 피사체의 전체 콘트라스트 범위를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
로 인해 "주변 영역"의 정보가 손실됩니다(노출 부족 및 과다 노출).

로우 콘트라스트 피사체의 
콘트라스트 레인지

하이 콘트라스트 피사체의 콘트라스트 레인지

카메라의 다이내믹 레인지
노출 부족 과다 노출

iDR 기능
iDRiDR(Intelligent Dynamic Range) 기능을 사용하면 쉐도우 부분을 최
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부 영역 식별이 훨씬 용이합니
다. 이 기능은 JPG 형식의 촬영에만 영향을 줍니다.

iDR 활성 상태 iDR 이용

쉐도우 부분의 최적화 수행 여부와 레벨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습
니다(높음높음, 표준표준, 낮음낮음, OffOff). 자동자동으로 설정할 경우 피사체의 콘트라
스트 범위에 따라 카메라가 자동으로 적절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 외에도 노출 설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기능은 
ISO 값이 낮고 셔터 속도가 빠른 경우 가장 효과적입니다. ISO 값
이 높고 그리고/또는 셔터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효과가 더 적습니
다.
공장 설정: 자동자동

 ▸ 메인 메뉴에서 JPG 설정JPG 설정을 선택합니다.
 ▸  iDRiDR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동자동, 높음높음, 표준표준, 낮음낮음, OffOff)

참고
• 어두운 부분을 최적화하면 매우 밝은 부분의 구별이 약간 감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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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을 선택하려면(비디오):

 ▸ 메인 메뉴에서 Video LookVideo Look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을 조정하려면(비디오):

 ▸ 메인 메뉴에서 Video LookVideo Look을 선택합니다.
 ▸  Video Look 설정Video Look 설정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대비대비/선명도선명도/채도채도/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쉐도우쉐도우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레벨을 선택합니다.
(-2-2, -1-1, 00, +1+1, +2+2)

 ▸ 확인

참고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에서 다른 설정을 OffOff로 선택하면, Video LookVideo Look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정 적용

A B C D

A "뒤로" 버튼
(저장하지 않고 종료)

B "매개변수" 버튼

C "설정" 버튼

D "확인" 버튼
(저장 및 종료)

이미지 속성의 매개변수 확장
JPG 녹화 및 비디오 녹화의 이미지 속성은 여러 매개변수를 사용해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미리 정의된 프로파일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경우 대비대비, 선명도선명도 및 채도채도에 대한 
설정 옵션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정 옵션은 이제 
쉐도우쉐도우 및 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 매개변수로 보충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프
로파일에 대해 매개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채도채도는 색 프로파일
에만 해당).

하이라이트 부분/쉐도우 부분

피사체의 다이내믹 레인지와 선택한 노출에 따라 하이라이트 또는 
쉐도우 부분의 세부 영역이 더 이상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 및 쉐도우쉐도우 부분의 매개변수를 사용하면 강하게 
또는 약하게 노출된 부분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사
체의 일부가 그늘에 있는 경우 쉐도우쉐도우 부분의 레벨을 더 높게 설정
하여 밝게 함으로써 세부 영역 식별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태 측면의 이유로 기존 그림자 또는 특히 밝은 영역도 강
화될 수 있습니다. 양의 값은 해당 영역을 밝게 하고, 음의 값은 해
당 영역을 어둡게 합니다.

프로파일을 선택하려면(사진):

 ▸ 메인 메뉴에서 JPG 설정JPG 설정을 선택합니다.
 ▸  필름 스타일필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을 조정하려면(사진):

 ▸ 메인 메뉴에서 JPG 설정JPG 설정을 선택합니다.
 ▸  필름 스타일필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필름 스타일 설정필름 스타일 설정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대비대비/선명도선명도/채도채도/하이라이트하이라이트/쉐도우쉐도우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레벨을 선택합니다.
(-2-2, -1-1, 00, +1+1, +2+2)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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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취소

 ▸ "뒤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조작은 설정이 버튼 컨트롤 또는 터치 컨트롤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지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모니터 화면은 설정 동안 계속 표시됩니다. 따라서 설정 결과를 즉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 컨트롤을 사용할 경우

버튼 간을 이동하려면:

 ▸ 조이스틱 좌/우 버튼을 누릅니다.

• 활성 버튼이 빨간색 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

설정을 적용하려면:

 ▸ 조이스틱 상/하 버튼을 누릅니다.

• 버튼은 선택 가능한 대안 간에 즉시 전환됩니다.

또는

 ▸ 조이스틱을 누릅니다.

• 선택 가능한 대안이 표시됩니다.
• "매개변수" 버튼을 사용하면 각 매개변수와 함께 현재 설정된 

값이 표시됩니다.

 ▸ 조이스틱 상/하 버튼을 누릅니다.

• 활성 버튼이 빨간색 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

 ▸ 조이스틱을 누릅니다.

• 대안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터치 컨트롤을 사용할 경우

 ▸ 원하는 버튼을 탭합니다.

• "매개변수"와 "설정" 버튼에 선택 가능한 대안이 표시됩니다.
• "매개변수" 버튼을 사용하면 각 매개변수와 함께 현재 설정된 

값이 표시됩니다.

 ▸ 원하는 대안을 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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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파일
사용자 프로파일은 전체 설정 외에도 현재 활성 작동 모드(사진/비
디오) 및 비디오 노출 모드(P/A/S/M)도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
한 요구사항 프로파일 간에 보다 직관적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뷰 설정
노출 미리보기노출 미리보기 기능은 이제 라이브 뷰 설정라이브 뷰 설정 메뉴 항목의 일부입니다. 
또한 Leica SL2에는 매우 어두운 촬영 상황에 특히 최적화된 라이브 
뷰 모드가 있습니다.

향상된 라이브 뷰
매우 어두운 환경(예: 밤)에서는 피사체를 거의 인식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미지 합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향상된 라이브 뷰향상된 라이브 뷰 기능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지 합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라이
브 뷰의 이미지는 ISO 값을 상당히 높이되 프레임률은 감소시킴으
로써 향상됩니다. 촬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뷰에서는 움직임이 있는 경우 기술적인 이유로 인해 이미지 노이즈
와 심한 블러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기능은 주변 조명이 거의 없
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 메인 메뉴에서 라이브 뷰 설정라이브 뷰 설정을 선택합니다.
 ▸  향상된 라이브 뷰향상된 라이브 뷰를 선택합니다.
 ▸  OnOn 또는 OffOff를 선택합니다.

참고
• 향상된 라이브 뷰향상된 라이브 뷰가 OnOn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밝기가 충분하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AF 모드에서 거리 측정 중에는 향상된 라이브 뷰향상된 라이브 뷰 기능이 일시적으

로 비활성화됩니다.
• 향상된 라이브 뷰향상된 라이브 뷰가 OnOn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포커스 피킹포커스 피킹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선택한 노출 모드 및 기타 설정에 따라, 라이브 뷰는 셔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노출 미리보기를 표시합니다(상세 설명서의 "노출 
제어" 섹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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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영상을 스크롤하려면:

 ▸ 조이스틱 좌/우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 썸휠을 돌리십시오. 

또는

 ▸ 왼쪽/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촬영 영상을 선택하려면:

 ▸ 썸휠/조이스틱을 누릅니다.

또는

 ▸ "확인" 조작 버튼으로 직접 선택합니다.

카메라가 꺼짐 시 기능을 리셋하려면:

카메라 전원이 꺼질 때 기능 설정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이미지 오버레이이미지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  전원이 꺼지면 리셋전원이 꺼지면 리셋을 선택합니다.
 ▸  OnOn 또는 OffOff를 선택합니다.

• OffOff를 선택하면,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이미지 선택 및 
이미지 오버레이 사용이미지 오버레이 사용 설정이 유지됩니다.

기능 활성화

 ▸ 메인 메뉴에서 이미지 오버레이이미지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오버레이 사용이미지 오버레이 사용을 선택합니다.
 ▸  OnOn 또는 OffOff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오버레이
Leica SL2는 이미지 합성 수단으로 이미 생성된 이미지의 투명 오
버레이를 허용합니다. 그럼으로써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서 더 긴 
시간 간격으로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동일한 배경에서 여러 피사체
를 복수의 세션으로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표시된 오버레이 이미지는 완성 사진에서 보이지 않습니
다.
적용 예제는 일년 동안 볼 수 있는 일련의 나무 이미지를 연속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렬을 통해 이러한 사진은 필요한 경
우 타임랩스 촬영에도 결합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이미지 투명 이미지 오버레이로 보기

참고
• 본 카메라로 촬영되지 않은 데이터는 카메라 내에서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오버레이 기능에도 적용됩니
다.

투명도
중첩된 이미지의 투명도는 조명 조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
다.

 ▸ 메인 메뉴에서 이미지 오버레이이미지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  투명도투명도를 선택합니다.
 ▸  높음높음/낮음낮음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선택
이미지 오버레이의 경우 메모리 카드로부터 임의의 이미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이미지 오버레이이미지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  오버레이 이미지 선택오버레이 이미지 선택을 선택합니다.

• 이미지 선택 보기가 나타납니다.

• 이미지 선택 보기에서 촬영 영상은 항상 전체 화면 표시로 나
타납니다. 개괄적으로 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보 표시
는 계속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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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우 포커스 메뉴
터치 컨트롤로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B

F

G H

A

C D D D E

OP

A

I J
K K

L M N L M N

A 팔로우 포커스 메뉴 축소 및 확장 버튼

B 초점 위치 설정 바
(m 또는 ft 단위의 초점 거리)

C "START" 버튼
(자동 초점 시퀀스 시작)

D 초점 위치

E "EXIT" 버튼
(팔로우 포커스 메뉴 종료)

F "편집" 버튼
(초점 위치가 이미 정의된 경우만)

G 설정된 거리 표시

H 선명하게 촬영된 거리 범위 표시
(피사계 심도 범위, 초점 거리 및 F스톱에 따라 다름)

I 타이머 시간 설정 바

J 설정된 타이머 시간

K "+" 및 "-" 버튼

L "뒤로" 버튼

M 현재 선택된 초점 위치

N "확인" 버튼

O 실행 중인 타이머 시간

P 현재 설정된 초점 위치

더 나은 보기를 위해 팔로우 포커스 메뉴를 주요 요소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 버튼 A를 탭합니다.

• 팔로우 포커스 메뉴는 전체보기와 축소보기 사이에서 전환합
니다.

참고
• 축소보기에서는 초점 위치를 직접 선택할 수 없습니다.

팔로우 포커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해진 거리 설정(초점 위치)으로 자동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점 위치는 최대 3개까지 사전에 정의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타이머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점 위치
를 불러오면 카메라가 설정된 거리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이 경우 완전히 규칙적이고 조정 가능한 속도로 전환됩니다. 그럼
으로써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자연스러운 전환이 제공될 수 있습
니다. 전제 조건은 관련 거리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된 초점 위치는 개별적으로 불러오거나 자동 시퀀스로 차례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초점초점을 선택합니다.
 ▸  초점모드초점모드를 선택합니다.
 ▸  팔로우 포커스팔로우 포커스를 선택합니다.
 ▸  초점 위치초점 위치를 선택합니다.

• 팔로우 포커스가 활성화됩니다. 팔로우 포커스 메뉴가 나타납
니다.

• 팔로우 포커스 메뉴는 기능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기능의 동작
이 기능은 현재 녹화가 진행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아래 설명된 모든 조작 과정이 녹화 중에도 수행될 수 있습
니다. 또한 포커스 시퀀스 진행 중에 녹화를 시작했다가 다시 종료
하거나, 또는 녹화 중에 팔로우 포커스 메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기능이 활성 상태로 있는 한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지정에 따라 일부 FN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VF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팔로우 포커스팔로우 포커스는 다음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슬로우 모션 녹화
 – 렌즈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
 – MF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 MF 설정이 선택되었을 때 AF/MF 스위치로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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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취소하려면:

 ▸ "뒤로" 버튼을 탭합니다.

• 디스플레이가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초점 위치 변경

 ▸ 원하는 버튼을 탭합니다.

• "편집" 버튼이 표시됩니다.

 ▸ "편집" 버튼을 탭합니다.

• 진행중인 타이머 시간 또는 거리 설정이 취소됩니다.
• 타이머 시간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 초점 위치를 다시 정의합니다.

사용
팔로우 포커스팔로우 포커스 기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정의된 초점 위치는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호출됩니다.
 – 정의된 모든 초점 위치가 완전 자동 순서로 차례로 선택됩니다. 

두 가지 사용법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초점 위치 정의

 ▸ 원하는 초점 위치를 탭합니다.

• 타이머 시간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타이머 시간을 설정하려면:

최대 120초의 타이머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기본값은 0초).

 ▸  "+" 및 "-" 버튼을 탭합니다.

또는

 ▸ 설정 바에서 원하는 설정을 직접 탭합니다.

• 선택한 시간이 설정 바 위에 표시됩니다.

 ▸ "확인" 버튼을 탭합니다.

• 거리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거리를 설정하려면:

 ▸ 원하는 거리를 설정합니다.

• 거리 설정은 수동으로 또는 AFs(조이스틱/Touch AF)를 사용하
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셔터가 잠겨 있습니다.

• 설정 바가 설정된 거리를 표시합니다.

 ▸ "확인" 버튼을 탭합니다.

• 디스플레이가 팔로우 포커스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돌아갑니
다.

• 현재 설정된 초점 위치는 빨간색 프레임으로 표시됩니다. 설
정 바가 설정된 거리를 표시합니다.

• POS 1POS 1, POS 2POS 2 또는 POS 3POS 3 대신 설정된 타이머 시간이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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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STOP" 버튼을 탭합니다.

• 실행 중인 초점 시퀀스가 취소됩니다.

녹화 시작 즉시 자동 초점 시퀀스를 시작하려면:

자동 초점 시퀀스는 비디오 녹화 시작 시점에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초점초점을 선택합니다.
 ▸  초점모드초점모드를 선택합니다.
 ▸  팔로우 포커스팔로우 포커스를 선택합니다.
 ▸  비디오 녹화시 FF 시작비디오 녹화시 FF 시작을 선택합니다.
 ▸  OnOn 또는 OffOff를 선택합니다.

기능을 종료하려면:

 ▸ 실행 중인 시퀀스를 취소합니다.
 ▸ "EXIT" 버튼을 탭합니다.

• 초점 시퀀스 실행 중에는 "EXIT"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설정

속도
한 초점 위치에서 다음 초점 위치로의 전환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이 설정은 모든 전환에 적용됩니다.

 ▸ 메인 메뉴에서 초점초점을 선택합니다.
 ▸  초점모드초점모드를 선택합니다.
 ▸  팔로우 포커스팔로우 포커스를 선택합니다.
 ▸  속도속도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매우 낮음매우 낮음, 낮음낮음, 중간중간, 높음높음, 매우 높음매우 높음)

후속 초점 모드
종료 후에는 정해진 초점 모드(예: MFMF)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초
점 모드로 자동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초점초점을 선택합니다.
 ▸  초점모드초점모드를 선택합니다.
 ▸  팔로우 포커스팔로우 포커스를 선택합니다.
 ▸  이전 초점 모드로 돌아가기이전 초점 모드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지능형 AF지능형 AF, AFsAFs, AFcAFc, MFMF, 이전 설정이전 설정)

필요에 따라 호출
정의된 초점 위치를 원하는 대로 자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타이머 시간 활성:

 – 활성 타이머 시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카운트다운됩니다.
 – 그런 다음 원하는 초점 위치로의 전환이 시작됩니다.

타이머 시간 비활성화:

 – 원하는 초점 위치로의 전환이 즉시 시작됩니다.

 ▸ 원하는 초점 위치를 탭합니다.

• 카메라가 설정된 속도로 설정된 거리에 초점을 맞춥니다(설정
된 타이머 시간이 경과한 후).

참고
• 초점 위치로의 전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STOP" 버튼으

로 전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시퀀스
2개 이상의 초점 위치가 정의된 경우, 차례로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

 ▸ 2개 이상의 초점 위치를 정의합니다.
 ▸ "START" 버튼을 탭합니다.

• 시퀀스가 실행되는 동안 "START" 버튼이 "STOP"으로 변경됩
니다.

• 정의된 모든 초점 위치가 차례로 호출됩니다(필요한 경우 개
별 타이머 시간이 경과한 후).

초점 시퀀스가 실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든 버튼이 차단됩니다.

참고
• 자동 초점 시퀀스는 원하는 대로 자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점 

시퀀스를 다시 시작할 경우 시퀀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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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기록
MOV 형식의 비디오는 영상 기록 중에 1분 단위의 단일 파일로 자
동 분할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중단될 경우, 쓰기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로 인한 손실로부터 녹화 영상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완전히 저장된 모든 섹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장 설정: OffOff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분할 기록분할 기록을 선택합니다.
 ▸  OnOn 또는 OffOff를 선택합니다.

참고
• 비디오 형식이 MP4MP4로 설정된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 단일 녹화 영상은 재생 시 연속으로 자동 재생되지 않습니다.
• 분할에는 완료된 영상의 재생 시간이 중요합니다. 슬로 모션 영

상은 완료된 영상의 길이가 약 1분이 되도록 분할됩니다.

새로운 비디오 형식
사용 가능한 비디오 형식이 더욱 직관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슬로우 모션 녹화에 사용되는 형식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HEVC 비디오 압축(H.265)을 사용하는 일부 비디오 형
식을 포함하여 10 비트 인코딩의 추가 비디오 형식이 보충되었습
니다. 전체 영상 화질(Long GOP)에서 감소된 데이터 전송률을 갖
는 또 다른 형식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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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조정
파형 모니터의 크기와 위치는 현재 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조정을 시작하려면:

 ▸ 파형 모니터에서 모니터를 길게 터치합니다.

• 파형 모니터의 두 모서리에 빨간색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다
른 모든 표시는 사라집니다.

크기를 조정하려면:

크기는 4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썸휠을 돌리십시오.
(오른쪽으로 회전: 크게, 왼쪽으로 회전: 작게)

또는

 ▸ 펼치거나 오므리십시오.

참고
• EVF에서는 파형 모니터가 모니터에서보다 더 작게 나타납니다.

위치를 조정하려면:

위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이스틱을 원하는 방향으로 누릅니다.

또는

 ▸ 모니터에서 원하는 위치를 직접 탭합니다.

조정을 종료하려면:

 ▸ 조이스틱/썸휠을 누릅니다.

또는

 ▸ 셔터 버튼을 살짝 누릅니다.

파형 모니터(WFM)
파형 모니터(WFM)를 사용하면 현재 장면의 휘도 및 색 분포를 빠
르고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작은 모니터
로 녹화하는 동안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이미지 오류를 쉽게 식
별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정: OffOff

 ▸ 메인 메뉴에서 파형 모니터파형 모니터를 선택합니다.
 ▸  OnOn 또는 OffOff를 선택합니다.

파형 모니터는 전체 가시 이미지의 휘도 분포를 백분율(IRE)로 표시
합니다. 이 경우 0% 값은 휘도값 16(8 비트 코딩의 경우)에 해당하
고, 100% 값은 휘도값 235(8 비트 코딩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0%, 50% 및 100%일 때 디스플레이에는 실선이 나타납니다. 실선
의 위와 아래에 있는 점선은 109% 및 -4% 값을 표시합니다.

참고
• 파형 모니터와 히스토그램은 동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HDMI를 통한 출력 시 파형 모니터는 외부 장치에 표시되지 않

습니다.
• 파형 모니터는 재생 모드가 아닌 녹화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노출 보정 및 ISO 값(직접 액세스 시 전용 ISO 값)은 바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니터 화면은 계속 표시되
고 선택한 설정의 효과를 즉시 표시합니다. 파형 모니터가 활성 
상태이면, 이러한 경우 모니터는 계속 표시되고, 따라서 현재 설
정의 효과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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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TON
컬러 바컬러 바를 불러오면 항상 1 kHz 주파수의 테스트 톤이 동시에 시작
됩니다. 이미지 우측 상단에 있는 조작 힌트가 현재 볼륨을 표시합
니다. 선택 가능한 설정: OFFOFF, -20 dB-20 dB, -18 dB-18 dB, -12 dB-12 dB. 선택한 설정은 
이후 모든 불러오기에 대해 유지됩니다.
공장 설정: -18 dB-18 dB

볼륨을 조정하려면:

 ▸ 조이스틱 좌/우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 썸휠을 왼쪽/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참고
• 10초 동안 볼륨을 변경하지 않으면, 다음 변경 시까지 조작 힌트

가 숨겨집니다.
• HDMI를 통한 출력 시 테스트 톤은 카메라가 아닌 연결된 장치

에서만 울립니다.
• HDMI를 통한 출력 시 메뉴 항목 HDMI 출력HDMI 출력이Ton 없음Ton 없음으로 설정

되어 있으면, 외부 장치에서도 테스트 톤이 울립니다.
• HDMI를 통한 출력 시 조작 힌트는 외부 장치가 아닌 카메라의 

라이브 뷰에서만 표시됩니다.

사용
HDMI를 통한 출력 시 기준값은 외부 장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
다. 이와는 무관하게 기준값은 녹화 시작 시 함께 기록되고, 이후 
후반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컬러 바를 불러옵니다.
 ▸ 필요한 경우 테스트 톤의 볼륨을 조정하거나 테스트 톤을 끕니
다.

 ▸ 필요한 경우 정보를 표시합니다.
 ▸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 녹화가 시작됩니다. 테스트 톤은 더 이상 스피커를 통해 출력
되지 않지만 계속 기록됩니다.

 ▸ 조이스틱/썸휠을 누릅니다.

• 컬러 바와 테스트 톤이 종료됩니다.
• 녹화가 계속됩니다.

기준값
보정을 위해 컬러 바를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할 수도 있습니
다. 이 경우 추가로 1 kHz 주파수의 테스트 톤이 출력됩니다(옵션, 
볼륨은 3 단계로 설정 가능).

COLOR BAR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컬러 바가 있습니다(SMPTE, EBU, ARIB).

SMPTESMPTE EBUEBU ARIBARIB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컬러 바컬러 바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OffOff, SMPTESMPTE, EBUEBU, ARIBARIB)

조작 힌트/도움말 표시
정보 프로파일의 현재 설정에 관계없이 테스트 화면은 처음에는 항
상 완전히 빈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조작 힌트가 오른쪽 상단 모서
리에 표시됩니다. 정보 표시는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작 힌트 도움말 표시

정보 및 도움말 표시를 표시하려면:

 ▸ 정보 프로파일 전환정보 프로파일 전환 기능이 할당된 FN 버튼을 누릅니다.

• 공장 설정에서 이는 모니터(25) 좌측 뒤에 있는 FN 버튼입니
다.

• 조작 힌트가 숨겨지고 최근 활성 정보 프로파일이 나타납니
다.

• 다음 도움말 표시는 컬러 바가 보이는 동안에는 표시되지 않
음: 포커스 피킹, 히스토그램, 수평계, Clipping/Zebra.

컬러 바 표시를 종료하려면:

 ▸ 조이스틱/썸휠을 누릅니다.

• 컬러 바와 테스트 톤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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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LUT 프로파일 가져오기
Leica SL2는 이제 사용자 정의 LUT 프로파일 가져오기를 지원합니
다.

비디오 감마

비디오 감마는 HLG 및 L-Log로 설정하거나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OffOff BT.709 표준에 따라 모든 모니터/TV 장치와의 호환 재생
에 최적화되었습니다.

 HLGHLG HDR 지원 UHD TV 장치에 최적화되었습니다.

 L-LogL-Log 예를 들어, 컬러 그레이딩(Color Grading)과 같은 전문적
인 후처리에 최적화되었습니다.

공장 설정: OffOff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OffOff, HLGHLG, L-LogL-Log)

참고
•  다음 조건에서는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MP4 형식으로 녹화
 – 8 비트 녹화
 – 슬로우 모션 녹화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DRiDR

 –  Video LookVideo Look

HLG 설정
선명도와 채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장 설정은 평
균값 00입니다.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선택합니다.
 ▸  설정설정을 선택합니다.
 ▸  HLGHLG를 선택합니다.
 ▸  선명도선명도 또는 채도채도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2-2, -1-1, 00, +1+1, +2+2)

L-LOG 설정
L-Log의 선명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LUT 프로파일
을 미리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사진은 영향을 받지 않
습니다.

선명도

공장 설정: -2-2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선택합니다.
 ▸  설정설정을 선택합니다.
 ▸  L-LogL-Log를 선택합니다.
 ▸  선명도선명도를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2-2, -1-1, 00, +1+1, +2+2)

REC 프레임
비디오 녹화가 진행중일 경우 항상 깜박이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됩
니다. REC 프레임 옵션은 더욱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OnOn으로 설정할 경우 전체 화면 콘텐츠가 프레임에 배치됩니다. 이
러한 REC 프레임은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빨간색으로 켜지고, 
그렇지 않으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공장 설정: OnOn

녹화 전 녹화 중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REC 프레임REC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  OnOn 또는 OffOff를 선택합니다.

REC 프레임을 빠르게 표시하고 숨기기 하려면:

빨간색 점은 정보 바에 속하며, 따라서 정보 프로파일에 의해 표시
되거나 숨겨집니다(정보 프로파일을 통해). 녹화 상태는 이미지 콘
텐츠의 보기를 방해하지 않고 REC 프레임에 의해 계속 표시됩니다. 
녹화 중에 REC 프레임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도 있습니다. 

정보 바 표시 REC 프레임만 표시

 ▸ FN 버튼에 REC 프레임REC 프레임 설정을 할당합니다.
(상세 사용 설명서 참조)

 ▸ FN 버튼을 누릅니다.

• REC 프레임이 표시되거나 숨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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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파일 확장자가 ".cub"인 LUT 프로파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파일 확장자가 ".cube"인 파일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SD 

카드에 저장하기 전에 적합하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이름은 (공백 포함) 최대 8자까지 가능합니다.
• 호환되지 않는 파일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최대 6개의 프로파일만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이때 카드에서 찾은 프로파일은 내림차순으로 시간순으로 정
렬됩니다. 가장 최근에 저장된 프로파일이 맨 위에 표시됩니다.

• 드문 경우지만 메모리 카드와 컴퓨터의 특정 조합은 한 번의 검
색에서 3개의 프로파일 파일만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
다.

• 2개의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고 호환되는 2개의 파일이 있는 경
우 SD1의 파일만 고려됩니다.

저장 공간을 확보하려면:

 ▸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삭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  예예를 선택합니다.

참고
• 사전 정의된 프로파일 자연스러움자연스러움 및 클래식클래식은 삭제할 수 없습니

다.
• 사용 중인 프로파일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LUT 프로파일 설정/관리

LUT 미리보기를 사용자 아이디어에 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직접 
정의한 LUT 프로파일을 카메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선택합니다.
 ▸  설정설정을 선택합니다.
 ▸  L-LogL-Log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정의 LUT사용자 정의 LUT를 선택합니다.

• 6개의 저장 공간 목록이 나타납니다. 3개의 저장 공간은 
HDMI 출력용으로 예약되어 있고, 나머지 3개의 저장 공간은 
카메라(모니터/EVF)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 지정된 저장 공간이 저장된 LUT 프로파일의 이름을 표시합니
다. 지정되지 않은 저장 공간은 사용 가능사용 가능으로 표시됩니다.

예
다음에서는 아래 표시된 지정이 모든 그림에 사용됩니다. 카메라(
모니터/EVF)에 표시하기 위한 2개의 프로파일 위치가 지정되어 있
고, 다른 모든 위치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 정의 LUT 프로파일을 가져오려면:

 ▸ LUT 프로파일을 CUBE 파일로 다운로드 또는 내보내기
 ▸ 파일 이름을 적절하게 지정합니다(파일 이름 최대 8자, ".cub"로 
끝남).

• 이 이름(확장자 없음)은 가져오기 후 카메라에서 프로파일 이
름으로 나타납니다. 이후 카메라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십시오.

• 파일은 메모리 카드의 최상위 레벨에 저장되어야 합니다(하위 
디렉토리가 아님).

 ▸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십시오.
 ▸ 사용 가능한 저장 공간을 선택합니다.

• 여유 저장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기존 프로파일을 삭제
해야 합니다.

•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는 메모리 카
드에서 찾은 파일을 표시합니다.

• 카메라가 호환되는 파일을 찾을 수 없으면, 가져오기 실패가져오기 실패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 가져올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예예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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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T 프로파일 선택
사전 정의된 2개의 LUT 프로파일 외에도 자체 정의된 LUT 프로파
일을 위한 3개의 추가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선택합니다.
 ▸  설정설정을 선택합니다.
 ▸  L-LogL-Log를 선택합니다.
 ▸  LUT 프로파일LUT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 활성 출력 채널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파일 목록이 나타납니
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OffOff, 자연스러움자연스러움, 클래식클래식, LUT 1LUT 1, LUT 2LUT 2, LUT 3LUT 3)

참고
•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은 LUT 1LUT 1, LUT 2LUT 2 및 LUT 3LUT 3로 목록에 나

타납니다. 저장 공간이 사용자 정의 LUT 프로파일에 의해 사용 
중인 경우 저장 공간의 이름이 대신 나타납니다.

선택 가능한 LUT 프로파일 목록은 현재 선택한 출력 채널(카메라/
HDMI)에 따라 다릅니다. 이 출력 채널은 출력출력 메뉴 항목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HDMIHDMI로 설정되면 HDMI 출력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
파일이 선택 목록에 나타나고, 따라서 EVF-LCDEVF-LCD로 설정되면 카메라
에 표시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 나타납니다.

활성 출력 채널

 EVF-LCDEVF-LCD  HDMIHDMI

LUT 프로파일 사용

출력 채널 변경
LUT 프로파일을 HDMI를 통한 출력에 적용할지 카메라 출력(모니
터/EVF)에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에서 비디오 설정비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  비디오 감마비디오 감마를 선택합니다.
 ▸  설정설정을 선택합니다.
 ▸  L-LogL-Log를 선택합니다.
 ▸  출력출력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EVF-LCDEVF-LCD, HDMIHDMI)

참고
• LUT 프로파일LUT 프로파일에서 설정을 OffOff로 선택한 경우출력출력 메뉴 항목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두 출력 채널 간에 전환할 때는 선택한 저장 공간의 설정이 유지됩
니다. 그러나 출력 채널에 따라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2개의 해당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파일 또는 빈 저장 공간
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LUT 프로파일LUT 프로파일 메뉴 항목 옆 활성 
프로파일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이는 동일한 저장 공간에 있는 두 
출력 채널에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설정 프로파일에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활성 출력 채널

 EVF-LCDEVF-LCD  HDMIH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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