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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

6 다음의 경우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제품을 임의로 분해 또는 개조할 경우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외부의 심한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5 이용 중 제품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 할 경우 우선 동작을 중지 하신 후

본 설명서 고장 자가진단 확인 또는 A/S 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4 제품 상자, 사용 설명서, 부속품을 다루실 때 손을 베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관해

제조사 및 판매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물적 손해 발생이 예상되오니

본 설명서를 정독하신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품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므로, 반드시

정독하고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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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내부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와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가 열에 녹아서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스위치를 끄지 않은 상태로 옮길 경우 코드가 손상되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되며,
스트로보나 모델링 램프가 손상되어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가 놀다가 건드릴 경우 조명이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조명스탠드도 반드시 수평으로 안정된 곳에 설치하세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스탠드가
넘어지면 다칠 수 있습니다.

설치관련

경고

3

자동접지기능이 없는 콘센트를 사용할 시에는 접지를 시켜야 안전합니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경고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콘센트 이상 발열로 인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접속이 불안정한 경우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관련

※ 경고 : 사용을 잘못 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이나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 주의 : 사용을 잘못하면 부상을 입거나 제품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을 위한 경고 및 주의사항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손해를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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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외부로부터 강한 정전기를 받을 경우 스트로보가 작동과 관계없이 연속으로

터지는 오작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고장이 아님)

스트로보는 한 개의 제품으로 쓰이기 보다는 각종 다른 액세서리나

보조품과 연결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맞는 보조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간에 서로 부딪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기약, 윤활제, 세정제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조명 내부에 먼지가 낀 채로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사용관련

5

그대로 사용하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로보는 가정용 교류전기를 내부회로에서 직류전기로 만들어 포토용

콘덴서에 몇 백 볼트의 전기를 충전시킨 후 싱크로 신호에 의해 스트로보가

터지는 원리입니다. 사진용 콘덴서는 전기를 흘려야 전해피막이 형성되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장기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전해피막이 소실되어

절연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전기가 흐르면 콘덴서가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먼지가 쌓여 발열, 발화에 의한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폭발,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화재, 감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조명스탠드가 넘어지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사용관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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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보 제품 모델별로 방전관을 문의하세요)

방전관은 소모성 부품이므로 촬영자가 원하는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시기가 되면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방전관의 전극판은 고압이 흐르는 부분으로 전원을 끄더라도 대용량의 전압이

콘덴서에 남아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방전관은 고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냉각펜으로 외부의 바람이 유입되므로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이때는 테스트 버튼을 이용, 스트로보가 터짐과 동시에

전원을 끄고 앞부분의 스트로보 액세서리를 제거한 후 알코올을 묻힌 깨끗한

헝겊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주의

방전관 램프는 사용시간, 사용환경 등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 소모성 부품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성능변화 및 불량 방지를 위해 사용설명서의 설치 및 작동 관련

주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램프 불량으로 인한 무상 서비스 기간은

고객님께서 구입한 시점으로 부터 50,000번 이내에 발생한 램프 불량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초기 불량으로 구분되어 무상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방전관 램프관련

7

할로겐 램프

사용 권장 램프(대한민국 적용)

 - 램프 제조사 : OSRAM

 - 램프 타입 : 64502 150W 230V

                  64505 200W 230V

                  64515 300W 240V

                  64540 650W 230V 

                  64575 1000W 240V                  64575 1000W 240V

상해,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진동이나 이동 시의 충격으로 인해 할로겐 램프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파열될 수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는 정격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안과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가 아주 높아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만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램프 교환 이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30분 이상 열을 식히지 않으면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할로겐 램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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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양한 촬영 보조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며

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 photo-dynamic.co.kr 

소프트박스

스텐드

우산

리플랙터

주요 액세서리[별매]

전원코드사용설명서

할로겐 램프예비 퓨즈방전관 보호캡

제품 구성품

9

차별화된 광량 설정법이란!

타사제품
제품 1 : XX400

제품 2 : XX800
광량상이

표시창 : X40

표시창 : X40

자사제품
제품 1 : ST400

제품 2 : ST800
광량동일

표시창 : E5.6

표시창 : E5.6

● 인공광원(스트로보 조명)은 촬영자 성향 및 작업조건에 따라  설치 대수가 다양합니다. 

● 이때 촬영자는 기준이되는 메인조명과 보조조명간 광량 조정을 동일 또는 다르게 조정
    해야만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있는 사진을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 스트로보 조명 구매 시 동일한 회사  동일사양으로 구매를 할 경우 작업자는 표시창에
    나타는 숫자 또는 문자로 광량 조건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으나,

● 만약 동일한 회사라 할지라도 제품 사양이 상이하다면 제품 상호간 광량등급을 표시창만으로
    확인하기란 불가능하게 됩니다.

5 사용자 편의를 최우선한 차별화된 광량 설정법 도입 

4 소형 경량의 콤팩트한 사이즈로 조작 방법이 간단함

3 디지털 버튼 조절 장치 사용으로 0.1 STOPS 소단위 광량 조정 가능 

2 1~61 단계 광량 조정 

1 LED 글자 자동 상하방향 전환 기능 구연(사진조명 장비 최초 도입)

제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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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브라켓 조립도

“I”브라켓 조립도

① 엄브렐러 홀더 

② 이동용 손잡이

③ 전원스위치

④ 메인 퓨즈홀더

⑤ AC 전원입력 소켓

⑥ 싱크로 접속소켓(φ6.5) 

⑦ 할로겐 퓨즈홀더 

제품 명칭(뒷면)

제품 명칭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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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방전관 광량올림

⑧ 할로겐 광량올림

⑨ PHOTO SELL ON/OFF

⑩ 방전관 광량내림

⑪ 할로겐 모드설정
   사운드 ON/OFF

⑫ 할로겐 광량내림

⑬ 테스트 버튼

① 할로겐 램프

② 방전관 램프

③ 방전관 홀더

④ 엄브렐라 홀더

⑤ CUSTOM LED 페널 

⑥ PHOTO SELL(동조센서)

⑭ 쿨링펜

제품 명칭(우측면)

제품 명칭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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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설정방법

(첫번째 : M버튼 2번 클릭)
(두번째 : + 또는 - 버튼 1번 클릭)
(세번째 : 포토셀 버튼 1번 클릭)

M 버튼 클릭 모델링 모드 설정 모드 설정 완료 방법 3가지제품 모드 설정에 따라
(H-0, H-1,H-2,H-3)으로
다르게 표시 될 수 있음

모드 설정 버튼

제품 세부 조작법

4. 단독모드  

● 촬영 전 스트로보 빛의 양 및 지속광 램프 빛의 양을 개별조절 할 수 있습니다   

2. 합성촬영 (H-2)  

● 스트로보 광량 조절에 비례하여 모델링 램프 밝기가 조절됩니다.   

3. 스트로보 및 지속광 연동기능 (H-3)  

● 촬영 전 스트로보 빛의 양 및 지속광 램프 빛의 양을 개별조절 할 수 있습니다.    

1. 촬영시 스트로보만 발광 (H-1)

13

● 스트로보를 조명의 위치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설치할때 LED 창에 표시되는 글씨가 뒤집어져 보이게

  된다면 사용자가 제품을 활용함에 불편함을 호소 할 것 입니다.

●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제품 내부에 중력전환 자동센서를 탑재함으로써 사용자는 항상 올바른 방향

  으로 사용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력 전환 자동센서 

두번째 점등화면 스트로보 사용 횟수를 작업자가 숙지하고

있음으로써 램프 교체시기 및 제품 점검 주기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게됩니다. 

첫번째 점등화면

●       포토셀 버튼을 5초간 누르면 LED 표시창에 스트로보 사용 횟수를 나타내는 카운터 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LED 표시창은  1~999,999번 까지 3자리 숫자로 2번 화면에 표시되집니다.

사용 횟수 자동 기억 

사용자 편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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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이상 유무 및 광량 조정후 채광 확인용으로 사용하세요. 

테스트 버튼

모드 설정방법

제품 모드 설정에 따라
(P-0, P-1)으로
다르게 표시 될 수 있음

● P-0 : 포토셀 OFF   P-1 :  포토셀 ON

● 다른 스트로보가 방전할 때 빛을 감지하여 스트로보가 방전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 동조센서를 손으로 만지거나 이물질이 묻으면 감도가 둔해지므로 주의하세요.  

● 촬영 시 여러개의 스트로보를 사용할 경우 하나의 스트로보 작동으로 모두 동시에 방전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조센서 ON / OFF 기능(P-0, P-1)

동조센서(포토셀) 설정 버튼

제품 세부 조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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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400/600/800/1000/1200

                       : H01~H61(61단계)

●  VA400 : E1.5~E7.5(61단계)
●  VA600 : E2.1~E8.1(61단계)
●  VA800 : E2.6~E8.6(61단계)
●  VA1000 : E3.0~E9.0(61단계)
●  VA1200 : E3.2~E9.2(61단계)

할로겐 광량조정 버튼 
스트로보 광량조정 버튼 

●  광량 조정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을경우 최소 최대점에서 자동으로 멈추게 되며, 버튼을 땐 후

  재클릭 시 최대지점과 최소지점이 바뀌게 됩니다. 

광량 조정설정 

모드 설정방법

(첫번째 : M버튼 1번 클릭)
(두번째 : + 또는 - 버튼 1번 클릭)
(세번째 : 포토셀 버튼 1번 클릭)
(네번째 : TEST 버튼 1번 클릭)

M 버튼 2번 클릭 사운드 모드 설정 모드 설정 완료 방법 4가지제품 모드 설정에 따라
(S-0, S-1)으로
다르게 표시 될 수 있음

● 촬영 또는 조작 버튼 클릭 시 발생하는 소리를 ON / OFF 할 경우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 S-0 : 사운드 OFF   S-1 :  사운드 ON

사운드 ON / OFF 기능(S-0, S-1)

모드 설정 버튼

제품 세부 조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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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보 불량

서비스센터 문의

싱크로코드 불량

점검, 교체

안 터질 경우

터질 경우
싱크로코드를

뽑고 다시 TEST

버튼을 누른다

케이블 점검

안 터질 경우

터질경우
스트로보의

TEST

버튼을 

누른다

● 스트로보에 있는 TEST 버튼을 눌러보세요. 스트로보가 터지면 스트로보와 카메라를 연결시켜주는

  케이블의 불량이거나 콘트롤 박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리모콘의 베터리를 점검해 보세요.
● 스트로보에 있는 TEST 버튼을 눌렀는데도 스트로보가 터지지 않으면 스트로보 뒤쪽의 싱크로코드를

  뽑은 후 다시 TEST 버튼을 눌러 보세요. 스트로보가 터지면 싱크로코드의 불량입니다.
● 싱크로코드를 뽑고 TEST 버튼을 눌렀는데도 스트로보가 터지지 않으면 스트로보 불량이므로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세요.

 

스트로보가 방전되지 않아요

● 할로겐 램프를 우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교체 후에도 램프가 켜지지 않을 시 A/S센터로 문의 하세요.
● 할로겐 램프가 점등되지 않아도 스트로보는 정상 작동합니다.

 

할로겐 램프가 켜지지 않아요

● 스트로보 뒷면의 POWER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 전원 OFF 후 바로 켜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3초 후에 다시 켜주세요.
● 스트로보 퓨즈를 확인하세요.
● 스트로보 뒷면의 전원 입력 케이블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콘트롤 박스의 POWER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번호를 눌러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하세요.
● ● POWER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콘트롤 박스의 전원을 OFF 후 3초 뒤에 다시 켜주세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고장신고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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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세서리와 스트로보를 분리시킬 때는
   스트로보의 잠금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고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 15도 정도 돌린 후 빼내면
   됩니다.

1. 액세서리를 스트로보 아답터에 연결하세요.
   액세서리와 스트로보의 홈을 맞춘 후 오른쪽으로
   15도 정도 돌리면 ‘딱’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장착됩니다.
  

엑세서리 탈 부착

2. 스트로보를 스탠드의 아답터 위에
   얹은 다음, 스트로보 레버를 돌려
   잠근다.
3. 스트로보가 안정되게 올려졌는지
   살짝 들어올려 확인해 본다. 

1. 스탠드 위 부분에 아답터를 레버를 이용해 고정 시킨다.
   (아답터는 스탠드 액세서리입니다.)

스탠드에 설치

제품설치 및 엑세서리 탈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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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신청방법

소모성부품(램프 소켓, 전원케이블)의 교환 시

접속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사용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천재지변(화재, 지진, 수해, 낙뢰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고객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제품의 구입일자 확인이 안될 경우 제조년월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가산합니다.

다음의 경우 서비스료와 부품비를 받습니다.

유 상 서 비 스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간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단, 스트로보 사용횟수 30,000번 이하 사용자에 한함

(사용횟수 적용 대상 : 방전관, 내부 충전용 [주,보조,충전용]콘덴서) 

무 상 서 비 스

구입금액

구 입 일

제 품 명 모 델 명

일련번호

연 락 처

제 품 구 입 시 ▶ 제품 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

내용 통보는 요구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요청시 본사 또는 구입처에서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전화 접수 후 택배 혹은 본사 방문점검)

저희 포토다이나믹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품 보 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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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제품사양은 제품성능 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품사양

제품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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