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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의 결과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기능은 이 제품과 함
께 제공되는 설명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
에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fujifilm.com/support/digital_cameras/software/gfx_fw_tab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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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연결 설정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한 설정을 조정합니다.

연결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MENU/OK를 누르
고 D (설정) 탭을 선택한 다음 연결 설정을 

선택합니다. 
instax 
PC SHOOT 

무선 설정

무선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조정합니다.

옵션옵션 설명설명

일반 설정
이름(이름)을 선택하여 무선 네트워크에서 카메라를 확인
하거나(기본적으로 카메라에 고유한 이름이 지정됨) 무선 
설정 초기화를 선택하여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전송사진 H압축

스마트폰에 업로드할 때 ON (기본 설정, 대부분의 상황에
서 권장됨)을 선택하여 큰 용량의 이미지를 H로 변경하
고, OFF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원본 크기로 업로드합니다. 

크기 변경은 스마트폰에 업로드된 사본에만 적용됩니다.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설정

• 간단 설정: 간단한 설정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에 연
결합니다.

• 수동 설정: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설정을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목록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거나(목록에
서 선택) 수동으로 이름을 입력합니다(SSID 입력).

IP 주소

• 자동: IP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 수동: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합니다. IP 주소(IP 주소), 네
트워크 마스크(넷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게이트웨
이 주소)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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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태깅 설정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한 위치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와 함
께 사진을 저장할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옵션옵션 설명설명

지오태깅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한 위치 데이터를 촬영한 사진에 

삽입할지를 선택합니다.

위치 정보
스마트폰에서 마지막으로 다운로드한 위치 데이터를 표
시합니다.

N 무선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fujifilm-dsc.com/wifi/

 instax 프린터 연결 설정

별매 FUJIFILM instax SHARE 프린터의 연결 설정을 조정합니다.

프린터 이름(SSID) 및 비밀번호
프린터 이름(SSID)은 프린터 밑면에 있습니다. 

기본 비밀번호는 "1111"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인쇄하려고 이미 다른 비밀번호를 선택하였다
면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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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설정

PC SHOOT 모드

원격 촬영(테더링 촬영)에 대한 설정을 조정합니다.

옵션옵션 설명설명
OFF 테더링 촬영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USB 자동
카메라가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 테더링 

촬영 모드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
지 않은 경우 결과는 OFF 때와 동일합니다.

USB 고정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테더링 촬영 모드에서 

카메라가 동작합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사진이 메모리 카
드에 저장되지 않지만 카메라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촬영
한 사진은 연결했을 때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무선 고정
무선 원격 촬영 시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D 접속 설정 > 

무선 설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O D 전원 관리 > 자동절전모드도 테더링 촬영 중에 적용됩니다. 카메
라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도록 하려면 OFF를 선택합니다.

N HS-V5(별매) 또는 FUJIFILM X Acquire(FUJIFILM 웹 사이트에서 무
료로 다운로드 가능)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Adobe® 

Photoshop® Lightroom®에서 FUJIFILM Tether Shooting Plug-in PRO 또는 

Tether Shooting Plug-in(모두 별매)을 사용하여 테더링 촬영이 가능합
니다.

정보

카메라의 MAC 주소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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