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3/NEX-5/NEX-5C
여기에서는 이 펌웨어 업데이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새 기능 및 조작에 대하
여 설명했습니다.
부속된 "사용설명서" 및 CD-ROM에 수록된 "α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 2010 Sony Corporation

A-DTR-100-42(1)

소프트 키 설정
메뉴의 [설정] 항목에 [소프트 키 설정]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항목을 사용하면 소프트 키 B와 C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키 A
소프트 키 C
소프트 키 B

주의
• 소프트 키 A는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 키 B의 사용자 정의
기본 설정에서는 소프트 키 B를 누르면 [촬영팁]이 기동됩니다. 상기 기능 대신 다음
중에서 한 가지 기능에 대하여 소프트 키 B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촬영 모드/촬영팁/정밀 디지털 줌/ISO/화이트 밸런스/측광 모드/플래시 보정/
DRO/자동 HDR/마이 스타일/MF 도우미

1 [메뉴] t [설정] t [소프트 키 B 설정] t 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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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키 C의 사용자 정의
기본 설정에서는 소프트 키 C를 누르면 [촬영 모드]가 기동됩니다. 상기 기능 대신
다음 중에서 3가지 기능에 대하여 소프트 키 C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초점 영역/ISO/화이트 밸런스/측광 모드/플래시 보정/DRO/자동 HDR/마이
스타일

1 [메뉴] t [설정] t [소프트 키 C 설정] t [사용자 정의].
2 [메뉴] t [설정] t 기능을 [사용자 정의 1] 또는 [사용자 정의 2], [사용자 정
의 3]에 할당.
1, 2 및 3의 기능을 한번에 모두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사용자 정의 1]은 [ISO], [사용자 정의 2]는 [화이트 밸런스],
또 [사용자 정의 3]은 [DRO/자동 HDR] 기능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새로 할당한 기능의 사용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방금 소프트 키 B나 C에 할당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키 B:

1 할당한 기능이 화면 오른쪽 아래에 표시되
면 소프트 키 B를 누릅니다.
소프트 키 C:

1 [사용자 정의] 항목이 표시되면 소프트 키
C를 누릅니다.
2 조작 휠의 오른쪽이나 왼쪽을 눌러서 [사
용자 정의 1/2/3]을 선택합니다.

소프트 키 B
소프트 키 C

주의
• 할당한 기능은 P (프로그램 자동), A (조리개 우선), S (셔터 우선) 및 M (수동 노출) 촬영 모드에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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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시작
[메뉴 시작] 기능이 메뉴에 추가됩니다. 이 항목을 사용하면 항상 메뉴의 첫 화면을
표시할지 아니면 마지막에 설정한 항목의 화면을 설정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t [설정] t [메뉴 시작] t 원하는 설정.
처음

메뉴의 첫 화면을 항상 표시합니다.

이전

마지막에 설정한 항목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에 설정한 항목을 간
단하고 신속하게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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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 도우미
[MF 도우미] 기능에는 [켬](2초) 및 [끔] 밖에 없습니다. 단, E 마운트 렌즈를 장착
하면 화상을 확대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메뉴] t [설정] t [MF 도우미] t 원하는 설정.
무제한

[종료] 항목을 선택할 때까지 표시를 확대합니다.

5초

화상을 5초 동안 확대합니다.

2초

화상을 2초 동안 확대합니다.

끔

화상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주의
• A 마운트 렌즈를 장착했을 때에는 [2초] 또는 [5초]를 선택해도 [무제한]을 선택한 경우와 마찬가지
로 [종료]를 선택할 때까지 표시가 확대됩니다.

확대해도 [MF 도우미]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의 [MF 도우미]는 화상의 중심부터 확대되었습니다. 단, 업그레이드된 펌웨어
에서는 수동 초점 모드에서 카메라 전원을 끌 때까지 화상을 확대하는 기준 위치가 바
뀌지 않습니다.
주의
• 직접 수동 초점 모드에서 화상은 초점이 맞은 위치부터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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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작의 개선 내용
업그레이드된 펌웨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개선되었습니다.

선택한 메뉴 항목의 변경
목록의 첫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조작 휠을 왼쪽으로 돌리거나 위쪽을 누르면 목록의
마지막 항목으로 이동됩니다. 목록의 마지막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조작 휠을 오른쪽
으로 돌리거나 아래쪽을 누르면 목록의 첫 항목으로 이동됩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의 조리개 설정 유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면 조리개가 자동 조절됩니다. "배경을 흐리게 하기" 모드와 A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후에도 조리개 설정은 바뀌지 않습
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 촬영 모드("배경흐림" 또는 A)
- F 넘버

주의
• 동영상 촬영 중에는 조리개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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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운트 렌즈 장착 시의 자동 초점 기능
카메라에 A 마운트 SAM 또는 SSM 렌즈를 장착했을 때 마운트 어댑터 LA-EA1(별
도 구입)를 업그레이드하면 자동 초점(단일 촬영 AF)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셔터 버
튼을 반쯤 누르면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도 자동 초점(단일 촬영 AF)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마운트 어댑터의 업그레이드 정보는 Sony 지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
주의
• A 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AF 보조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 마운트 렌즈를 장착했을 때보다 자동 초점 속도가 느려집니다.
(A 마운트 렌즈를 장착하면 Sony의 측정 조건으로 촬영한 경우에 자동 초점 속도는 약 2초부터 7초
사이가 됩니다. 피사체나 주위 밝기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동영상 촬영 중에는 렌즈와 카메라의 작동음이 녹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뉴] t [설정] t [동영
상 오디오 녹음] t [끔] 항목을 선택하면 작동음이 녹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중인 렌즈나 피사체에 따라서는 초점이 맞춰지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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