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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설명서 MR400 / MR600 / MR800 / MR1000 / MR1200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특장점

최신의 MICROCHIP 기술을 적용한 머신엔진
● 디지털 전파 무선 콘트롤 시스템(스트로보+할로겐+전파무선)

차례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은 www.photo-dynamic.co.kr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세요.

● 대화형 모드 CUSTOM LED 패널 적용
● 디지털 Artifact 감소를 위한 XENON TUBE 적용
● 디지털 CMOS 센서 노이즈와 색오차를 감소하기 위한

    SPEED DISCHARGE 회로적용
● 스트로보와 할로겐 라이트를 결합한 다양한 촬영이 가능한 듀얼 라이트
● 과전압, 과전류 방지회로, EMI 필터 등이 적용 되어 고효율 설계 

정확한 색재현 능력
● 촬영 단계에서 사용되는 화이트 밸런스 규격과 일치하는 색 좌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색상재현 부문에 주안점을 두어 색상 튜닝을 하였습니다.
● 채도 및 동영상 구현을위해 고휘도 할로겐 1KW  PHOTO LAMP 채용

팬소음과 빛샘을 최소화
● 내부 공기 흐름과 팬 장착 구조를 최적화하여 제품으로 부터

   발생하는 팬 소음과 빛샘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풍부한 악세서리
● 자동 클릭 엄브렐라 접속구와 원터치 록 을 채용하여 주변 악세서리와의

   연결성을 높였습니다.
● 사용자가 쉽게 끼우거나 뺄 수 있도록 편리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제품 및 부속품
우측면 및 부속품
뒷면/브라켓 조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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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정
전원을 켜려면
스트로보 광량 조정하기 ▶ 표시 : E.-X.X
모델링 광량 조정하기 ▶ 표시 : HAXX
이상유무, 채광 확인하기

7
7
7
7

모드설정
모드메뉴에서 설정하는 방법
모델링 설정 [1-HA]
동조 센서 설정 [2-SE]
알람 소리 설정 [3-SO]
LED 페널 보기전환 [4-dp]
설정 관리 기억하기 [5-SA]
설정 관리 읽기 [6-rE]
스트로보 번호 [7-rn]
스트로보 그룹 번호 [8-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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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확인 기능
카운터 보기
정상 충전 확인하기
방전한 후 재 충전할 때 경고 표시
버튼으로 광량을 내렸을 때 경고 표시
스트로보 전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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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LED 설명  
CUSTOM LED 아이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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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 별매품  
제품 사양
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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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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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조정의 편의성
● 사용자 조정항목을 모드 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부여하였습니다.
● 대화형 CUSTOM LED 적용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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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부속품 -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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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광량올림 버튼
스트로보 광량을 올릴 때
사용하세요.
출력 광량내림 버튼
스트로보 광량을 내릴 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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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광량올림 버튼
모델링 광량을 올릴 때
사용하세요.
모델링 광량내림 버튼
모델링 광량을 내릴 때
사용하세요.
모드 버튼
사용자 설정 모드를
선택할 때 사용하세요.

�
① 엄브렐라 홀더
② CUSTOM LED 페널
③ 출력 광량올림/모드올림
④ 동조센스
⑤ 테스트 버튼
⑥ 모델링 광량올림/모드설정 올림
⑦ 메모리/읽기/카운터
⑧ 안테나

기억/읽기/카운터 버튼

�

사용자 설정을 기억시키
거나 읽을 때 사용하세요.
테스트 버튼

⑨ 출력 광량내림/모드내림
⑩ 모드 버튼
⑪ 모델링 광량내림/모드설정 내림
⑫  스텐드 고정 홀드
⑬ “L”브라켓
⑭ 방전관 홀더
⑮ 할로겐 램프
� 방전관 램프

제품의 이상 유무 상태를
볼 때 사용하세요.
▶
모드의 각 항목을 선택할
때 사용하세요.

�

▶
모드의 각 세부 항목을
설정할 때 사용하세요.
▶

부속품

사용자 설정을 기억시키
거나 읽을 때 사용하세요.

＋
전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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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퓨즈 

할로겐 램프

방전관 보호캡

사용설명서

제품의 사용회수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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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부속품 - 뒷면/브라켓 조립도
�

�

기본조정
전원을 켜려면

�

“L”브라켓 조립도

1. 전원플러그가 흔들리지않도록 정확히 꽂아주세요.
2. 전원코드를 스트로보 뒷면의 전원소켓에 꽂으세요.
3. 스트로보 뒷면의 전원 스위치를(-)쪽으로 누르세요.
4. 약 3초간 카운터가 디스플레이되고 동작합니다.

멀티탭 사용금지

�
�

�
�

스트로보 광량 조정하기 ▶ 표시 : E.-X.X

�

스트로보 출력 광량 조정 버튼

�

스트로보 광량을 조정할 때 사용하세요.
상황에 맞게 노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0.1F stops 조정이 선택되며,
계속 누를 경우 연속으로 조정됩니다.

모델링 광량 조정하기 ▶ 표시 : HAXX
“I”브라켓 조립도(옵션)

모델링 광량 조정 버튼
모델링 광량을 조정할 때 사용하세요.
상황에 맞게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1단계씩 조정이 선택되며,
계속 누를 경우 연속으로 조정됩니다.

�

① 엄브렐라 홀더
② 이동용 손잡이
③ 싱크로 접속 소켓(ø6.5)
④ AC전원입력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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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메인 휴즈홀드(250V,10~15A)
⑥ 모델링 휴즈홀드(250V,10A)
⑦ 전원 스위치
⑧ “L”브라켓
⑨ “I”브라켓
⑩ 안테나

이상유무, 채광 확인하기
테스트 버튼
제품의 이상 유무 또는 광량 조정후 채광 확인용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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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설정

모드 설정

구입후 처음으로 전원을 켜거나, 사용환경이 바뀌면 스트로보 설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조 센서 설정 [2-SE]
다른 스트로보가 방전할 때 빛을 자동 감지하여 스트로보가 방전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촬영시 여러 개의 스트로보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스트로보 작동으로 모두 동시에 방전
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동조 센스를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묻어면 감도가 둔해지므로 주의하세요.

모드 메뉴에서 설정하는 방법

스트로보 조정 버튼을
눌러 각 항목으로 이동

모델링 조정 버튼을 눌러
모드 세부 항목을 설정

모드버튼(완료), 또는 
약5초후 자동 종료

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2-SE 선택                  누름(켜짐),
         누름(꺼짐), (대기 약5초 후 자동 종료)                 누름, 종료       (자동기억 됩니다.)

안내문자

모델링 설정 [1-HA]

센서 설정 LED
SENSE

모드 버튼 누름

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1-HA 선택                ,           누름
원하는 항목 선택, (대기 약5초 후 자동 종료)                 누름, 종료        (자동기억됩니다.)

알람 소리 설정 [3-SO]

OFF : 모델링 램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문자

충전이 완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스트로보는 한 번 방전하고 나면 충전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운드 LED가 켜져 있으면 충전완료 알람소리가 납니다.

PRO : 스트로보 광량 조절에 비례하여 모델링 램프
TUN
   밝기가 조절됩니다.
   모델링은 방전할 때 꺼졌다 다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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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3-SO 선택                  누름(켜짐),

: 모델링 램프, 스트로보를 선택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은 방전할 때 켜져있습니다.

HAL

: 스트로보 기능은 정지되며, 모델링 램프는 할로겐 라이트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름(꺼짐), (대기 약5초 후 자동 종료)                 누름, 종료       (자동기억  됩니다.)

안내문자

소리 설정 LED
SOUND

ADJ
N .T

HALOGEN
LIGHT

HAL

ADJ
N .T

ADJ
TUN

PRO
TUN

모델링 설정 LED
OFF

ADJ
: 모델링 램프, 스트로보를 선택해 조절할 수
TUN
   있습니다.
   모델링은 방전할 때 꺼졌다 다시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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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설정

모드 설정

LED 페널 보기전환 [4-dp]

설정 관리 읽기 [6-rE]

카메라 위치에서 오른쪽에 설치한 스트로보는 페널의 숫자가 제대로 보이지만
왼쪽에 설치한 스트로보는 페널의 숫자가 촬영자에게는 거꾸로 보이게 됩니다.
페널의 숫자를 촬영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4-dp 선택                ,           눌러

모든 설정 상태가 기억된 5개 번호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읽어와 스트로보를 한번에 설정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번호로 이동한 후 “SA,RE” 버튼을 누르면 기억된 설정이
스트로보에 바로 적용됩니다.
(해당번호를 읽기하면  켜져있고, 아니면 깜박입니다.)
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6-rE 선택                ,           눌러

원하는 방향 선택, (약5초 후 자동 종료)                 종료            (자동기억 됩니다.)

1~5번 까지 원하는 번호 선택,                눌러 읽기하기 (약5초 후 자동 종료)                 종료
실행 후 문자

1

MEMORY

2

스트로보 번호 [7-rn]

설정 관리 기억하기 [5-SA]
스트로보 광량, 모델링 광량, 모드설정을 사용자가 원하는 상태로 스르로보를 설정한 다음  각 번호에
설정상태를 5개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번호에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번호에 기억되면  켜져있고, 아니면 깜박입니다.)

해당 스트로보가 속해있는 그룹 내에서 스트로보 번호입니다.
무선동조기 번호 버튼으로 전원을 ON/OFF 할 수 있게 하는 설정입니다. 1번설정은  동조기 1번
버튼으로 ON/OFF할 수 있습니다. 1~12까지 변경 할 수 있습니다.(1~9, A:10, B:11, C:12) 

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5-SA 선택                ,           눌러

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7-rn 선택                             눌러

1~5번 까지 원하는 번호 선택,                눌러 기억하기 (약5초 후 자동 종료)                 종료

1~C 까지 원하는 번호 선택 (대기 약5초 후 자동 종료)                 종료       (자동기억 됩니다.)

스트로보 번호 LED(녹색)
WIRELESS
NUMBER

1

안내문자
MEMORY

2

3

4

기억 관리 LED

5

안내문자

10

3

읽기 관리 LED

5

안내문자

4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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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설정

기본 확인 기능

스트로보 그룹 번호 [8-Sn]

카운터 보기

해당 스트로보가 속해있는 그룹번호를 표시합니다.
무선 동조기와 통신할 수 있게하는 채널 번호 설정입니다.
1~8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조기 채널 번호와 같게 하세요.)

제품의 방전 사용회수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스트로보에 사용되는 부품 중에는 소모성 부품이 있습니다.
방전관과 콘덴스는 사용회수에 준해 적절한 시기에 교환해야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기상태에서            누름                ,           눌러 안내문자 8-Sn 선택                            눌러
1~8 까지 원하는 번호 선택(대기 약5초 후 자동 종료)                 종료       (자동기억 됩니다.)

대기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서            누르세요.        천만에서 만의자리 까지 4자리 표시
       천의 자리에서 일의 자리까지 두번째 4자리가 표시됩니다.  약3초후 자동 종료

스트로보 그룹 번호 LED(적색)
SET THE
NUMBER

안내문자

※“0”이면
무선 기능이
OFF됩니다.

두번째로 카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로보 전원 스위치를 켜면 지금 까지 사용한 방전 회수가 첫번째 두번째 각 4자리씩 표시됩니다.

※ 200회 미만 숫자는 제조 후 테스트 과정에서 카운터 됩니다.

스트로보 번호 [7-rn]

스트로보 그룹(세트) 번호 [8-Sn]

동조기로 스트로보를 on/off
할 수 있는 동조기 번호 버튼
설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조기로 여러 촬영 세트를
구성할때 각각 다른 채널을 설정해 독립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스트로보 와 동조기를 같은 번호로
설정해 주세요.
(세트 촬영시 광 동조 센서는 Off로
         설정 하세요.)

첫번째 4자리

두번째4자리

= 175,321번 사용회수 입니다.

정상 충전 확인하기
스트로보 출력 설정 값과 충전된 전압이 같지 않을 경우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방전후 재 충전될 때 또는 버튼으로 광량을 조절 했을 때 설정 값과 충전
전압을 비교해 같지 않을 경우 경고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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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확인 기능

CUSTOM LED 설명
CUSTOM LED 아이콘 설명
LED를 볼 때 직사광선이 닿지않는 그늘진 곳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밝기가 
알맞습니다. 전면을 강하게 누르면 보호용 필름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청소할 때 청소용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말고 약간의 물기가 있는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닦아 주세요.

스트로보의 설정 값을 조절한 후 테스트를 하지 않고 바로 촬영할 경우, 설정한 전압과 충전전압이
맞지 않으면 촬영자가 의도한대로 사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촬영사고를 막기 위해 부가된 기능입니다. 반드시 테스트 버튼을 눌러 방전하세요.
초기 설정 값 보다 광량 값을 올리면  바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 스트로보 전원 설정

�

�

① 충전 완료 표시
②모델링 설정 표시
③광량 표시, 카운터 표시,메뉴안내표시
④스트로보 번호 표시
⑤센스 표시

WIRELESS
NUMBER

HALOGEN
LIGHT

�
�

SET THE
NUMBER

MEMORY

1

SENSE

�

2

FAN

초기 설정 값 과 조절된 설정 값을 약1초 단위로 번갈아 표시합니다.

3

�

4

조절된 설정 값

�

Mega Jet

초기 설정 값

OFF

■ 버튼으로 광량을 내렸을 때 경고 표시

�
HAL

�

ADJ
N .T

충전 경고 LED가 계속 깜박이면 테스트가 되지 않고 스트로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꺼고 A/S 센터로 문의 하세요.

ADJ
TUN

정상 충전 켜져있음

5

재 충전  반짝임

PRO
TUN

충전 경고 LED

SOUND

■ 방전한 후 재 충전할 때 경고 표시

�

⑥스트로보 그룹(채널) 표시
⑦메모리표시/읽기,쓰기
⑧소리 표시
⑨냉각 팬 표시
⑩스트로보 명칭

스트로보 전원 기본 설정은 제품 뒷면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ON하여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동조기(리모콘) 또는 스트로보에 있는 TEST버튼을 제외한 다른 버튼을 누르면 전원을 ON할
수 있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ON하면 바로 켜지도록 하거나 기본값으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
입니다.
대기상태에서            누르고 있으면서            누르세요.
한번 실행후 전원 스위치를 OFF/ON 하면 변경된 설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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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 별매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professional lighting system

제품 사양

제품보증서

디자인 및 제품 사양은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  분

모델명

MR400

MR600

MR800

MR1000

MR1200

최대출력(W/S)              400                  600                 800                1000                1200
출력 조절 범위             8~400           12~600          16~800          20~1000        24~1200

저희 포토다이나믹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비스 요청시 포토다이나믹 또는 판매사에서 서비스를 합니다. 
본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서비스합니다.

F- Range(1m)       7.9~63.9        8.5~64.5       11.0~90.0     11.4~90.4     11.6~90.7
섬광시간(S)                1/2632            1/2381            1/2273           1/1923              1/1724

무료 서비스

싱크로 카운트                                                    1 ~ 99,999,999 회

저희 포토다이나믹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중  스트로보 제품은
제품을 구입하신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혹은 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회수 30,000회 이하일 때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모델링 램프                                                       100 ~ 1,000 [W]

유료 서비스

조절 단계 수                   61                   61                    61                   61                    61
듀얼 라이트                         스트로보 + 할로겐 라이트, 스트로보 전용, 할로겐 라이트 전용
충전 시간                   0.2~1.2          0.2~1.4       0.2~1.4          0.2~1.4           0.2~1.4

셔터 전압                                                               DC 10[V]
출력 편차                                                                  ±0.1%
전원 휴즈                              메인 10[A], 할로겐 10[A]                      메인 15[A], 할로겐 10[A]
입력 전압                                        AC 220[V] 50/60Hz  or  AC 110[V] 50/60Hz
제품 치수(LxDxH)  249x122x123  249x122x123  289x122x123  324x122x123  324x122x123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료와 부품비를 받습니다.
·고객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천재지변(화재, 지진, 수해, 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사용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소모성 부품(할로겐 램프, 소프트박스, 모델링 램프, 방전관, 각종 싱크로코드,
 연결케이블, 포토 콘덴스)의  교환시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요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세요.

제품 중량                     2.8kg                3kg               3.3kg             3.75kg             4kg

서비스 신청방법
별매품
포토다이나믹 대리점 또는 포토다이나믹에 문의 하세요. (Tel : 053-753-5700)

반사갓, 소프트 박스, 우산, 허니컴, 반도어, 가방, 스누트, 싱크로 코드 등
자세한 정보는 포토다이나믹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photo-dynam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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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접수 후 택배 혹은 본사 방문점검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053-753-5700 / 753-5705
팩스 : 053-753-5718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2동 977-1 포토 다이나믹 / 706-022
http://www.photo-dynamic.co.kr

professional ligh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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