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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A X1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 2.0

이 펌웨어 버전에는 많은 카메라 기능이 추가되었으며(아래 참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부분에서 카메라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 이미지 품질의 향상 

-  특히 조도가 낮은 조건과 명암 대비가 낮은 피사체의 경우에서 AF 
응답의 향상

-  이제 조리개가 항상 활짝 열린 상태로 모니터 이미지를 볼 수 있어

서 MF 설정 정밀성이 향상됨

- 노출 간 시간 지연이 짧아짐

참고:
해당 메뉴 항목 3.33에서 카메라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설명서 221/255페이지참조).

수동 초점 맞추기 관련 기능 

작동 (설명서 232페이지참조)

이제 수동 초점 맞추기 작동은 설정 휠(1.18)을 돌리는 속도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략적인 초점 맟추기: 휠을 빠르게 돌립니다.

미세한 초점 맞추기: 휠을 천천히 돌립니다.

이로써 더 빠르고 정밀하게 초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피사계 심도 정보 (설명서 208/209페이지참조)

설정 휠(1.18)로 수동 초점 맞추기 작동을 수행하면, 거리 눈금

(2.1.19)이 화면 하단(1.27)에 나타나면서 여기에는 그 결과 만들

어지는 피사계 심도의 먼 끝과 가까운 끝을 가리키는 마크가 표시

됩니다.

이로써 예를 들어 초상 사진과 같이 피사체의 한 부분에 대해 가능

한 선명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초점을 맞추거나 예를 들어 풍경 사진

과 같이 가용 피사계 심도(즉, 선명하게 되는 영역)를 가능한 한 넓

게 포함하도록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터링 메모리 잠금 (설명서 238페이지참조)

이제 DELETE(삭제)/FOCUS(초점) 버튼(1.15)을 1초 이상 눌러 수동

으로 설정된 초점 위치를 잠글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동일한 피사체를 연속해서 여러 번 촬영할 때 실수

로 설정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기타

•  설정 휠(1.18)을 사용하여 수동 초점 맞추기 작동을 수행할 때 화

면 하단(1.27)에 나타나는 거리 눈금(2.1.19)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

터 및 피트 단위가 표시됩니다. 
이로써 추정에 따라 개략적인 사전 설정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더 빠르게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수동으로 설정된 초점 위치는 스위치를 끈 다음에 다시 켰을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설명서 220페이지참조). 
이는 예를 들어 동일한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긴 시간에 걸쳐 여

러 번 촬영할 때 유용하며, 중단에 카메라가 꺼져 배터리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ISO 감도 관련 기능 

카메라에 의해 설정되는 자동 ISO감도 값(2.1.3, 설명서 227페이지참

조))이 셔터 릴리스 버튼(1.8)을 반쯤 누르면 표시됩니다. 즉, AF 및 노

출 설정이 잠가진 경우(설명서 40페이지 238 참조) 디스플레이 정보

의 ON/OFF와 관계없이(설명서 26페이지 224 참조) 표시됩니다.

기타 기능 

자동 전원 꺼짐 메뉴 항목(설명서 224페이지참조)에 이제 1분 설정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된 설정 옵션을 사용하여 전원 관리를 주로 사용하는 작동 조건

에 맞게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 배터리의 용량을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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