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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
버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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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_table.html



  목차
X-A5 펌웨어 버전 2.00에서는 아래 나열된 기능이 추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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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X-A5
P

참조

P
버전

11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위해 “밝은 모드” 옵션이 
S (고급SR 자동)에 추가되었습니다.

48 1

2.00

22
h 화사 모드 (Z) 모드의 강화 레벨 수가 3에서 5
로 증가했습니다.

16, 59 –

33
이제 모드 다이얼을 O로 돌리면 o 야경+ 모드
가 선택됩니다.

59 2

44
모드 다이얼을 통해 이전에 액세스했던 O 야경 
옵션이 SP (장면 위치)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옵션
에 추가되었습니다.

6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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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및 추가 사항
변경 및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X-A5 사용 설명서: P 48 버전 2.00
 S 고급 SR 자동

모드 다이얼을 S 로 돌리면 “밝은 모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더 밝고 선명한 사진을 위해 “밝은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아이콘
을 탭하십시오.

“밝은 모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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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5 사용 설명서: P 59 버전 2.00
SP 장면 위치 /h/M/N/O 

모드 다이얼을 O 로 돌리면 o 야경+ 모
드가 선택됩니다.

모드 다이얼을 사용하여 다음의 장면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장면장면 설명설명

hh 화사 모드 (화사 모드 (ZZ))

인물 촬영 시 피부색을 부드럽게 표현하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K 터치 스크린 설정에서 ON을 선택
한 경우 터치 컨트롤을 사용해 인물 향상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M 풍경풍경 낮에 건물이나 풍경을 촬영할 때 선택합니다.
NN 스포츠스포츠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선택합니다.

OO 야경+ (야경+ (oo))
카메라는 인물 피사체가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 야
경 장면의 밝기와 채도를 자동으로 최적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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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5 사용 설명서: P 60 버전 2.00
SP 장면 위치 /h/M/N/O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MENU/OK를 누릅니다.

장면장면 설명설명
hh 인물인물 인물 촬영 시 선택합니다.

OO 야경야경 어두운 노을이나 야간 장면을 촬영할 때 선택합니
다.

HH 야경(삼각대)야경(삼각대) 야간 촬영 시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할 때 선택합
니다.

pp 불꽃놀이불꽃놀이 불꽃놀이에서 작렬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합니다.

QQ 석양석양 이 모드는 일출과 일몰의 색상을 생생하게 기록합
니다.

RR 설경설경 반짝이는 흰 눈으로 가득찬 밝은 장면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포착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ss 해변해변 햇빛이 가득한 해변의 밝은 장면을 선명하고 또렷
하게 포착하기 위해 선택합니다.

UU 파티파티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실내의 배경 조명을 포착합
니다.

VV 꽃꽃 접사 모드로 꽃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WW 문자문자 인쇄된 문자나 도면을 명확하게 촬영합니다.

jj 다중 노출다중 노출 두 노출을 통합하는 사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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