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바운스 기능 탑재 AI 플래시

AB600-R
니콘용 (Ｎ)

취급 설명서
이번에 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제품의 기능·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머리말
[AB600-R]은 니콘 카메라의 자동 조광에 대응한 디지털
카메라용 클립온 플래시입니다.
본 제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최대 섬광 지수 60(200mm, ISO100일 때)의 많은 광량
● 고도의 촬영 테크닉을 지원하는 자동 바운스 기능
● 광학식, 전파식의 2가지 방식에 의한 무선 발광 기능
● 떨어져 있는 SLAVE 발광부의 각도를 주변에서 조절이

가능한 헤드 앵글 원격 조절 기능
● 전자동, 수동, 멀티 발광 등의 다양한 발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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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주의

～반드시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안전상 주의]를 읽으시고, 알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표시에 대해
본 설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고
또는

경고
주의
또는

주의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가 있습니다.

금지 사항의 표시와 의미
금지

접촉 금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수 금지

분해 금지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해, 개조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의 표시와 의미
화재 주의

감전 주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열 주의

고온 주의

건전지가 파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력 손상 주의

무선 장애 주의

시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위 무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시 사항의 표시와 의미
실행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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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해, 개조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체、부속품、케이블을 연결하는 커넥터 등의 접점부에 금속을 꼽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화나 고장、감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장이 파손된 경우에는, 파손 부위를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이 물에 젖거나,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이나 감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광부를 사람의 눈에 근접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 바운스 기능을 사용할 때는, 근처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촬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발광부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근거리에서 눈에 플래시 빛을 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체 전면에서 발광하고 있는 AF 보조광에 눈을 가까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손이나 천 등으로 덮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상, 화재의 원인이 될 능성이 있습니다.
발광부의 앞에 물건을 놓은 상태에서 발광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된 건전지를 사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넣은 경우, 건전지의 파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건전지와 오래된 건전지의 병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지의 파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제조사 및 종류가 다른 건전지의 병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의 파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습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판가스나 가솔린 등 가연성 가스가 있는 환경에서의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화, 폭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의 운전자를 향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행기나 병원 등 전파의 영향을 쉽게 받는 정밀기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는, 항공 회사나 병원
등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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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본 제품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 지거나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 등의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가연성 물질로부터 멀리 옮겨 보관 후, 본사 고객 센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서이 있습니다.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하 등 강한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전지를 분리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지의 누수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자동차의 내부 등 고온이 되기 쉬운 장소에 방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발광시키면 발광부 주변이 뜨거워지므로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발광시키면 건전지가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전지 교체는 충분히 식은 것을 확인하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의 손질 시에는, 벤젠, 시너, 알코올 등의 유기 용제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체의 변색이나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파식 무선 기능에 대해
본 제품은 전파법에 의거하여, 2.4GHz 대역의 소전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대한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본 제품의 사용 시, 무선국의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2.4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합니다. 만일, 주변의 무선국, 무선 기기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전파법에 의거하여 기술 적합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해 및 개조를 사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체의 증명 라벨을 제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을 구입한 국가의 전파와 관련된 법률에 준수하고 있으므로, 구입한 국가 이외에서 무선 기능을 사용한 경우
법률 위반이 됩니다.
구입한 국가 이외에서 사용된 경우의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을 일절 지지 않습니다.
만약, 구입한 국가을 모르는 경우는 당사의 고객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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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의 확인
본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미니 스탠드

그 외 인쇄물
·퀵 스타트 가이드
바운스 어댑터

플래시 본체

·보증서

소프트 케이스

각 부위의 명칭
발광부

표시 패널
건전지 커버
USB 단자

와이드 패널
(서랍식)
광학식 무선 수신창

전원 스위치

AF 보조광 발광창

접점부

싱크로 단자
잠금(Lock) 레버
잠금(Lock) 해제 버튼

외부 전원 단자

●조작부 명칭

휠/ 십자키/ SET 버튼
휠
좌우로 돌려 항목을 선택
【SET】버튼
선택한 항목의 결정

【AB OFF】버튼 ⇒p18~19
자동 바운스 버튼
자동 바운스 기능 제어, 해제
⇒p18~19

테스트 발광 버튼
녹색: 충전 중, 적색: 충전 완료

십자키
상： 【ZOOM】
하： 【MODE】
우： 【＋/－】
좌： 【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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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화면의 설정
단일 동작 시의 주요 설정 항목
동작 모드

줌 모드

줌 거리

건전지 잔량 표시

주송 줌

백 라이트
점등 시간
소등

자동 줌

싱크로 모드

10 초

(선막 싱크로 시 표시 없음)

30 초

적목경감

상시 점등

후막 싱크로
전자음 on/off
on
off

AF 보조광
on/off
on

수면 모드까지의 시간

off

배광 조절
조광 보정치

FP발광 대응 시 표시
(이 외에도 카메라의 ISO 감도와 f
값이 표시됩니다.)

무선 동작 시의 주요 설정 항목
동작 모드

SLAVE 각 그룹의 동작 모드

무선 방식
광학식
전파식

채널 설정
MASTER의
발광 / 비발광

…

발광
비발광

그룹 설정
(MASTER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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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시)

(SLAVE 시)

…

(SLAVE시)

SLAVE 번호

헤드 수직 각도

헤드 수평 각도

사용하시기 전에
건전지 삽입 방법
건전지 커버의 잠금을 해제한다

건전지 커버를 연다

건전지 커버를 아래로
밀어 주세요.

지정된 방향으로 건전지를 넣는다

손을 놓으면 용수철에 의해
자동으로 열립니다.

건전지 커버를 닫는다

단 3형(AA)의
니켈 수소 건전지 4개 혹은
알칼리 건전지 4개.

건전지 커버를 닫고,
누르면서 위로 밀면
잠깁니다.

건전지 방향 표시 마크

반드시 지정된 건전지를 사용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 넣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넣는 경우 건전지의 파열이나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카메라에 장착하는 방법
잠금(Lock)

카메라에 장착
접점부를 카메라의
핫슈 안쪽 끝까지
밀어 넣는다
카메라 핫슈

접점부

잠금 레버

잠금 해제 버튼

잠금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찰칵」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서 잠급니다.
※뺄 때는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잠금 레버를 돌려 슈에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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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기본편
전원을 켜는 방법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모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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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촬영

카메라에서 플래시 발광 설정에 따른 자동 플래시 촬영

수동 촬영

카메라의 설정에 관계없이, 플래시가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광량 수동 설정

멀티 발광 촬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연속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연속 발광

AI 바운스 기능

천장, 좌우의 벽을 사용한 바운스 각도를 자동으로 최적화

무선 기능

광학식, 전파식의 2가지 방식에 의한 증등 촬영

각종 조정 기능

수동 줌, 조광 보정, 싱크로 모드 등의 조정기능

그 외 보조 기능

모델링 발광, 테스트 발광 등

기본 사용법(계속)
자동 촬영 전원을 켜는 방법
카메라 및 본 제품을 다음 설정으로 하면,
카메라 임의의 자동 플래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촬영 모드를 플래시 자동 제어가 가능한 모드로
설정합니다.

모드 표시

●발광 모드의 선택
십자키의 【MODE】 방향을 누르고,
흑백이 반전된 표시를 【TTLB】 또는, 【TTL】에
맞춥니다.
ㅤ【TTLB】 ： i-TTL-BL 조광에 대응
【TTL】 ： i-TTL 조광에 대응

플래시
조광 보정치

카메라
노출 보정치

줌 모드

줌 거리
(카메라의 줌에 연동)

●자동 줌의 설정
십자키의 【ZOOM】 방향을 누르고,
흑백이 반전된 표시를 【A zoom】에
맞춥니다.

●테스트 발광 버튼이 적색 점등(충전 완료)인 것을 확인 하고,
카메라의 셔터를 누릅니다.

조광 보정
피사체의 색조 등에 따라 광량을 미세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십자키의 【＋/－】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임의 수치로 맞춥니다.
설정 가능 범위： -3.0 ~ 3.0EV
(0.3EV 단위)
플래시 쪽의
조광 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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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촬영
카메라의 설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광량을 설정하여 플래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드 표시

●발광 모드의 선택
십자키의 【MODE】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M】에
맞춥니다.

광량 설정치

●광량 설정
십자키의 【＋/－】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임의 수치로 맞춥니다.
설정 가능 범위： 1/128~1/1
(0.3EV 단위로 변경 가능)

●테스트 발광 버튼이 적색 점등(충전 완료)인 것을 확인 하고,
카메라의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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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발광 촬영
카메라의 셔터가 열려있는 동안 여러 번 발광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연속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발광 모드의 선택
십자키의 【MODE】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RPT】에 맞춥니다.

●광량 설정
십자키의 【＋/－】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임의 수치로 맞춥니다.

모드 표시

광량 설정치

ㅤㅤ설정 가능 범위： 1/128~1/8
※매개 변수의 조합에 의해 설정
가능한 범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발광 횟수
십자키의 【＋/－】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임의 수치로 맞춥니다.
반복 발광 횟수
ㅤㅤ설정 가능 범위： 1~100(times)
●발광 주파수
십자키의 【＋/－】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임의 수치로 맞춥니다.
발광 주파수
ㅤㅤ설정 가능 범위： 1~200(Hz)

반복 횟수

주파수

●테스트 발광 버튼이 적색 점등(충전 완료)인 것을 확인 하고,
카메라의 셔터를 누릅니다
멀티 발광에 의한 촬영은 연속 10회까지로, 10회 촬영 후에는 15분 이상의 냉각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10회 이상의 촬영을 하면 과열 방지 기능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속 발광 후 발광부 및 건전지가 뜨거워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발광부 및 건전지 주변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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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응용편
자동 줌과 수동 줌
카메라의 설정에 연동하는 자동 줌과, 자유롭게 줌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수동 줌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줌 모드

●십자키의 【ZOOM】 방향을 누르고, 흑백
반전된 표시를 변경합니다.
ㅤㅤㅤ【A zoom】 ：자동 줌
ㅤㅤㅤ【M zoom】 ：수동 줌

줌 거리

설정 가능 범위
자동

수동 줌(mm)

와이드 패널
발광부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드 패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점 거리 18mm 상당의 촬영 각도에
대응한 발광이 가능합니다.
와이드 패널을 꺼낸다

발광부에 와이드 패널이 포개진다

【M zoom WP】
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끝까지 꺼내시기
바랍니다.
용수철에 의해 자동으로
발광부쪽으로 나옵니다.
※와이드 패널 사용 시에는, 줌 모드는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카메라와 줌 연동 또는 수동 줌에 의한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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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로 모드
선막 싱크로, 후막 싱크로, 적목 경감 모드 ３종류의 싱크로 모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외부 플래시 제어 설정으로 싱크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기에 따라,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싱크로 모드 표시의 설명
표시
없음

선막 싱크로
후막 싱크로
적목 경감 모드

통상적인 싱크로 모드입니다.
FP 발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라이트 등, 빛줄기를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눈이 빨갛게 찍히는
것을 경감시킵니다.

싱크로 코드
시판되고 있는 싱크로 코드를 싱크로 단자에 연결함으로써, 유선 연결에서도 카메라와 플래시를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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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발광
모델링 발광에 대응한 카메라의 버튼을 누르면, 약 1초간 연속적으로 발광합니다.
※사용하는 카메라에 따라 모델링 발광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링 발광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후에는, 발광부나 건전지가 뜨거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 발광부 및 건전지 주변을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발광
테스트 발광 버튼을 누르면 발광합니다.

바운스 어댑터
바운스 어댑터를 발광부에 부착하면, 부드러운 플래시 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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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운스 촬영 기능
바운스 촬영이란?
발광부의 각도를 바꾸는 것으로, 플래시 빛을 피사체에 직접 향하지 않고, 천장이나 벽의 반사를
이용하여 부드러운 빛으로 피사체를 비추고, 광원의 각도를 바꿔 더욱 자연스러운 음영을 얻는 촬영
방법을 말합니다

●바운스를 사용하지 않음

피사체 음영

밝지만 정면에 강한
반조가 생김

●천장을 이용한 바운스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듯한
자연스러운 음영
연출이 가능

●벽을 이용한 바운스 (우측 벽)

높은 입체감을 얻을
수 있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에 비치는
듯한 음영 연출이
가능
※반사된 천장이나 벽의 색, 표면의 질감 등에 따라
피사체를 비추는 빛의 색조 변화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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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바운스 기능
본 제품 최대의 특징인【자동 바운스 기능】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바운스의 각도 조정을
플래시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각도 조정을 하는 기능입니다. 피사체를 향해 카메라 포즈를 취하고
자동 바운스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천장 또는 좌우 벽까지의 거리를 본 제품에 탑재된 센서가
측정하여 최적의 바운스 각도에 자동으로 발광부를 향합니다.
또한, 그 상태에서 카메라 잡는 방법(종위치·횡위치)을 바꾸어도 자동으로 최적의 각도를 유지하는
기능인【앵글 잠금(Lock)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동 바운스 촬영
바운스하고자 하는 천장 및 벽의 방향에 맞게 버튼(▲◀▶)을 누르면, 최적 바운스 각도에 자동으로
발광부를 향해 그 각도를 유지합니다.
그 상태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바운스 기능 off
⇒【AB OFF】를 누름

●천장에 바운스
⇒【▲】를 누름

●좌측 벽에 바운스
⇒【◀】를 누름

●우측 벽에 바운스
⇒【▶】를 누름

※앵글 잠금(⇒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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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사체, 천장이나 벽까지의 거리 측정을 위해 여러번 발광하며,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동작 완료까지 5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 동안 카메라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에 장착하지 않으면 자동 바운스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와이드 패널 사용 시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운스 어댑터 장착 시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동 바운스 촬영
자동 바운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바운스 각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AB OFF】버튼이 오렌지색으로 점등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광부를 수동으로 움직여서 바운스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AB OFF】버튼이 청색으로 점멸 또는 점등되고 있을 때는, 발광부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글 잠금 기능
발광부를 수동으로 움직여, 각도를 정한 후에 카메라 잡는 방법(종위치, 횡위치)을 바꾸어, 설정한
바운스 방향을 유지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발광부의 방향 바꾸기.
ㅤ※ 【AB OFF】버튼이 오렌지색으로
점등되고 있을 때
●AB 십자키의【AL】을 누릅니다.
ㅤ※ 【AB OFF】버튼이 청색으로 점등됩니다.
●카메라 잡는 방법을 바꾸어도, 처음에 설정한
바운스 방향을 유지합니다.

발광부가
자동으로 회전하여
바운스 방향을 유지

카메라 잡는
방법을 바꾸어도

【AB OFF】버튼의 표시색과 동작 모드
LED 표시

앵글 잠금

발광부를

청색 (점멸)

측정 거리, 자동 바운스 작동

움직이지 않는다

청색 (점등)

바운스 동작 완료, 앵글 잠금 중

움직이지 않는다

오렌지색(점등)

자동 바운스, 앵글 잠금과 함께 정지 중

움직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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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촬영 기능
본 제품에는 전파식, 광학식 2가지의 무선 촬영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파식 (2.4GHz) 무선 기능
2.4GHz 대역의 무선 통신에 의해, 여러 대의 플래시로 증등 촬영이나 카메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플래시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학식보다도 원거리의 SLAVE 플래시를 제어할 수 있어, 장애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전파식의 경우, SLAVE로 한 본 제품 발광부의 각도를 MASTER로부터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파식 무선에 의한 배치의 예
SLAVE의 발광부 각도를
MASTER로부터 조정할 수 있습니다.

SLAVE 스트로보까지의 거리에 빛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어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전파식에서는 MASTER와
SLAVE의 위치 관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SLAVE의 수신창이
MASTER를 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 가능 거리
반경 약 30m
※환경에 의해 변동됩니다.

전파식에서는 SLAVE 번호를 설정하는 것으로 15대까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p22~24의 설정 방법을 참조하여, SLAVE 번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0

헤드 앵글 원격 조절 기능
여러 대의 본 제품을 이용하여 전파식 무선 증등 촬영을 할 경우, SLAVE 발광부의 각도를 MASTER
로부터 원격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SLAVE 쪽의 화면

이와 같은 경우에 편리합니다.
햇빛의 각도가 변한 경우
피사체가 움직인 경우
⇒SLAVE의 각도를 미세 조정하고 싶다⋯

SLAVE 번호 1

SLAVE에는,
채널과 SLAVE 번호를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SLAVE 번호는 15
대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STER 쪽의 화면
SLAVE 번호2

MASTER

SLAVE의
헤드 앵글 조정 부분
： 【M】⇒MASTER 선택 시
1~15⇒번호의 SLAVE를 선택
：선택 중인 플래시의 헤드 상하각
：선택 중인 플래시의 헤드 수평각

SLAVE 번호별로 헤드 앵글을 5도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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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식 무선 기능
플래시 빛을, 광통신을 이용해 여러 대의 플래시로 증등 촬영 및 카메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의
플래시 촬영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내장 플래시를 MASTER 플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파 방식의 기재가 없어도 무선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플래시 빛이 닿지 않는 비교적
근거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AVE 스트로보와의 사이에 빛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광학식 무선에 의한 배치의 예

SLAVE는 부채꼴의 범위
내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가능 거리
약 70cm~약 15cm

SLAVE의 광학식 무선 수신창을 NASTER
쪽으로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각도 : 약 80º
※줌 범위에 따라 변동

전파식과 광학식의 차이
무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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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식

광학식

채널 선택

ch1~ch15까지

ch1~ch4

SLAVE번호의 설정

SN1~SN15까지

불가능

가능

불가능

SLAVE의 헤드 앵글 조정

무선 설정 모드로 설정하는 방법
●십자키의【WL】방향을 약 2초간 길게 누릅니다.
ㅤ⇒본 제품을 MASTER 플래시로 사용하는 설정 모드에
접속합니다.

길게 누름

MASTER 설정 모드

●다시 십자키의【WL】방향을 약 2초간 길게 누릅니다.
ㅤ⇒본 제품을 SLAVE 플래시로 사용하는 설정 모드에
접속합니다.

길게 누름

SLAVE 설정 모드

●다시 십자키의【WL】방향을 약 2초간 길게 누릅니다.
ㅤ⇒무선 설정에서 빠져나와 평상시
모드로 돌아갑니다.

길게 누름

평상시 모드로 돌아감

MASTER 설정 화면과 SLAVE 설정 화면
●MASTER 설정 화면

MASTER, 각 그룹의 발광 모드와 광량 설정

MASTER 발광 모드 표시
광학식/전파식의 선택(ㅤ ㅤㅤㅤ)
채널 선택
MASTER 플래시의 on/off (ㅤㅤㅤㅤ )
그룹별 발광 모드 선택
SLAVE 플래시 선택으로 들어가기⇒
선택 중인 MASTER, SLAVE 번호
선택한 플래시의 헤드
수직 각도

선택한 플래시의 헤드
수평 각도

●SLAVE 설정 화면
SLAVE 모드 표시
광학식/전파식의 선택 (ㅤ ㅤㅤㅤ)
채널 선택
그룹 선택 (A,B,C)
SLAVE 번호의 설정 (전파식만)
그룹 표시
수신 모드
전파식(CLS만)/광학식(CLS,S1,S2)

헤드 수직 각도

헤드 수평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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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MASTER로 사용할 경우
본 제품을 MASTER로서 사용하면, 본 제품의 설정 화면으로부터 여러대의 SLAVE 플래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십자키의 【WL】방향을 길게 누르고, MASTER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MODE】

【ZOOM】

●MASTER 설정 화면에서, 조작 버튼의 각 방향을
누르면, 다음 항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MASTER 발광 모드 설정【MODE】
ㅤ⇒십자키【MODE】로 MASTER 발광 모드를 변경합니다.
TTL, M, RPT의 3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STER 줌 거리 설정【ZOOM】
ㅤ⇒십자키【ZOOM】으로 줌 거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LAVE 플래시 줌은 MASTER로부터 조작할 수 없습니다.
●무선 설정【WL】 (짧게 누름)
무선 방식의 선택
광학식⇔전파식 (ㅤㅤ⇔ㅤㅤ)
채널 선택

※전파식은 1~15, 광학식은 1~4까지

MASTER 플래시 on/off
MASTER를 발광시킬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 B, C 그룹별로 발광 모드를 선택
그룹별 발광 모드를 TTL、 M、 OFF(사용 안 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LAVE 번호의 선택 (SN1~15까지, M은 MASTER)
선택한 SLAVE의 헤드 앵글 원격 조정
ㅤ에서 선택한 SLAVE의 발광부의 각도를 수평 수직 모두
5도 단위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⑤⑥은 전파식 무선일 때만

●MASTER, 각 그룹의 조광 보정
ㅤ⇒십자키【＋/－】로, MASTER, A, B, C 각 그룹의 조광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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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을 SLAVE로 사용하는 경우
본 제품을 SLAVE로 설정하는 경우는, 다음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키의【WL】 방향을 길게 2회 누르면 SLAVE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SLAVE 설정 화면에서, 조작 버튼의 각 방향을 누르면,
다음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ODE】

●무선 설정【WL】 (짧게 누름)
무선 방식의 선택
광학식⇔전파식(ㅤㅤ ⇔ㅤ ㅤ)
채널 선택
MASTER로 설정한 것과 같은 채널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선택
MASTER로 설정한 A, B, C의 3그룹 중에서
선택합니다.
SLAVE 번호의 설정
SN1~SN15중에서 하나를 설정합니다.

※전파식일 때만

※여러 SLAVE 플래시에 같은 SLAVE 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SLAVE 번호의 표시가
점멸하고, [ERR ： SAME NUMBER]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때는 같은 번호에 설정된 SLAVE
가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광학식 무선의 수광 설정【MODE】
ㅤ⇒십자키【MODE】에서 광통신의 수신 설정을 CLS, S1, S2의 3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파식은 CLS만) S1/S2로 설정한 경우는【＋/－】로 광량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CLS 모드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에 대응한 모드입니다. MASTER 쪽에서 설정한
그룹별 광량 설정으로 SLAVE가 발광합니다.

S1 모드

MASTER의 첫번째 발광에 동조하여 SLAVE가 발광합니다.
이 모드는 MASTER를 수동 모드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채널 설정은 무시됩니다.

S2 모드

MASTER의 프리 발광을 무시하고, 본 발광에 동조하여 SLAVE가 발광합니다. 이
모드는 MASTER가 TTL 모드 이외에서는 발광하지 않습니다. 그룹, 채널 설정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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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정
●【SET】버튼을 약 2초간 길게 누르면 우측단의 각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십자키의 상하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음의 on/off 전환
표시 패널의 백 라이트
AF 보조광의 on/off 전환
수면 모드의 설정
배광 타입의 설정

전자음의 on/off 전환
조작 시의 클릭음을(삑) 전환합니다.
BUZZER ON ： 클릭음 있음
BUZZER OFF ： 클릭음 없음

표시 패널의 백 라이트
표시 패널의 백 라이트 점등 시간을 4단계로 전환합니다.
BACK
BACK
BACK
BACK

LIGHT
LIGHT
LIGHT
LIGHT

OFF
： 점등 안 함
10 SEC.
： 버튼 조작부터 10초간 점등
30 SEC.
： 버튼 조작부터 30초간 점등
ALWAYS ON： 항상 점등

AF 보조광의 on/off 전환
플래시의 AF 보조광 있음, 없음을 설정합니다.
AF LIGHT ON ： AF 보조광 있음
AF LIGHT OFF ： AAF 보조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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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모드의 설정
일정 시간 조작하지 않으면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수면 모드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LEEP
SLEEP
SLEEP
SLEEP
SLEEP
SLEEP
SLEEP

DELAY
DELAY
DELAY
DELAY
DELAY
DELAY
DELAY

： 수면 모드에 들어가지 않음
OFF
1 MIN. ： 1분 경과 후 수면 모드에 돌입
3 MIN. ： 3분 경과 후 수면 모드에 돌입
30 MIN. ： 30분 경과 후 수면 모드에 돌입
1 HOUR： 1시간 경과 후 수면 모드에 돌입
2 HOUR： 2시간 경과 후 수면 모드에 돌입
4 HOUR： 4시간 경과 후 수면 모드에 돌입
※1h, 2h, 4h은 SLAVE일 때만

배광 타입의 설정
배광 타입을 3종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표준 배광 설정입니다.
EVENNESS ： 약간 넓은 각도가 되며, 균일한 배광을 우선으로 합니다.
： 약간 망원에 가까우며, 앵글 각도의 중앙을 우선으로 합니다.
CENTER

무선 트랜시버와 조합
별도 판매되는 무선 트랜시버 [WTR－1]과 함께 사용 함으로써, 더욱 자유도가 높은 무선 플래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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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목록
대응 조광 방식

i-TTL (니콘)

가이드 번호

GN60 ： ISO100, 줌 200mm 시
GN29 ： ISO100, 줌 35mm 시
GN19 ： ISO100, 와이드 패널 장착(18mm) 시

줌 렌즈

20mm~200mm(와이드 패널 사용 시 18mm 상당)

줌 방식

자동 줌, 수동 줌

플래시 모드

TTLB, TTL, M(수동), RPT(멀티 발광)

발광 주파수

1~200Hz

무선 방식

2.4GHz 전파식, 광학식

대응 싱크로 모드

선막 싱크로, 후막 싱크로, 적목 대응

바운스 방식

AI 바운스, 수동 바운스, 앵글 잠금(Lock) 기능

바운스 각도

수평： -180~180도
수직： 0~120도

리사이클 타임(※1)

0.1~3.5초 (광량 설정에 의함)

건전지

단 3형(AA) 수소 건전지 4개
또는, 단 3형(AA) 알칼리 건전지 4개

외부 접속

micro-USB단자, 싱크로 단자, 외부 전원 단자

조광 보정

-3.0~3.0EV, 1/3EV step(TTL)

발광량

1/1~1/128､1/3EV step(수동)

연사 성능(※2)

30회 이상

건전지 수명(※3)

180회 이상

온도 경고 기능

대응

AF 보조광

29포인트 AF

펌웨어

micro-USB 단자로 업데이트 가능

치수(W×D×H)

약 80(mm)×62(mm)×196(mm)

중량

약 470(g)(건전지 불포함)

작동 환경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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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ull charge의 단 3형(AA) 니켈 수소 건전지를 사용한 경우.
※2 Full charge의 단 3형(AA) 니켈 수소 건전지를 사용하고, 광량 1/1 설정으로 연속 발광 했을 경우의 횟수
※3 Full charge의 단 3형(AA) 니켈 수소 건전지를 사용하고, 광량 1/1 설정으로 30초에 1회 발광했을 때 충전 시간이 30초를 넘은
시점까지의 횟수를 건전지 수명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
트러블이 발생하여, 경고 표시가 나는 둥의 경우에는, 구입처나 고객 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트러블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원인

대처 방법

건전지 방향이 틀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건전지가 방전되어 있음

새 건전지 혹은 충전된
건전지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모드로 되어 있음

테스트 발광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건전지가 방전되어 있음

새 건전지 혹은 충전된
건전지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과열 방지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

본체가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슈나 단자가 더러워짐

슈, 단자를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음

슈에 끝까지 밀어 완전히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저절로 꺼진다

수면 모드에 들어감

테스트 발광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동 줌이
작동하지 않는다

수동 줌으로 되어 있음

자동 줌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음

슈에 끝까지 밀어 완전히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와이드 패널이 나와있음

와이드 패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버튼이
붉게 발광하지
않는다

플래시가
발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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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

원인

대처 방법

줌 거리를
설정할 수 없다

와이드 패널이 나와있음

와이드 패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출 부족/오버가
된다

피사체가 어둡거나 밝음

조광 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 스피드 싱크로
촬영 시

가능한 피사체에 접근하여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일부가
어둡다

발광부가 저절로
움직인다

자동 바운스가
작동하지 않는다

앵글 잠금(Lock)이
작동하지 않는다

모델링 발광이
작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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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거리가 맞지 않음

자동 줌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촬영 앵글보다 줌 거리를
짧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피사체에 너무 근접함

1m 이상 떨어져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바운스가 작동 중
( 【AB OFF】버튼이 청색
점등)

자동 바운스, 앵글 잠금
기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AB OFF】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SLAVE 동작 모드로 되어
있음

일반 또는 MASTER 동작 모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와이드 패널이 나와있음

와이드 패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SLAVE 동작 모드로
되어 있음

일반 또는 MASTER 동작 모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와이드 패널이 나와있음

와이드 패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의 종류, 설정

카메라의 설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모델링 발광에
대응하지 않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트러블
SLAVE 플래시가
발광하지 않는다

원인

대처 방법

MASTER, SALVE 간의
거리가 멀고,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음

MASTER, SLAVE의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MASTER, SALVE 간의
설정이 맞지 않음

그룹, 채널의 설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한다
표시가 이상하다
조작이 되지 않는다

CPU 오작동의 가능성

【AB OFF】버튼과【SET】버튼을
동시에 약 2초간 길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둔
상태에서 건전지 커버를 열고
건전지를 뺐다가 다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리셋하고 싶은
경우

【AB OFF】버튼과【SET】버튼을 동시에 약 2초간
길게 누르면, 공장 출하 시점의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기타

이상의 대처 방법대로 해도 트러블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또는, 파손, 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원하시는
경우는, 구입한 판매점 또는, p32의 본사 고객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에러 코드 목록
에러 메시지

에러 내용

WARNING:BOUNCE ERROR

바운스의 작동 이상입니다

WARNING:ZOOM ERROR

줌의 작동 이상입니다

WARNING:RF ERROR

무선 통신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WARNING:BATTERY HEAT

건전지가 과열되었습니다

WARNING:LAMP HEAT

발광부가 과열되었습니다

처리

※1 다시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입니다.
※2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복구된 것입니다.
※3 전원을 끄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가 사라지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에러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복합
표기됩니다.
《예： WARNING:BATTERY+LAMP HEAT》
만약, 에러 표시가 사라지지 않을 경우는 고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입하신 판매점 혹은 본사의 고객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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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메인터넌스에 대해
펌웨어의 업데이트 방법
시판되고 있는 microUSB 케이블로, 사용하고 계신 PC와 연결하여 본 제품의 서포트 페이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인터넌스에 대해
●발광 패널에 먼지나 오염물이 묻은 채로 발광시킬 경우, 발광 패널의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는 블로어(Blower)로 먼지나 오염물을 불어서 날려버린 후,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가볍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 등에서 사용하여 염분을 포함한 물기가 묻은 경우는, 깨끗한 물 몇 방울을 떨군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염분을 닦아낸 후,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아서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방수 제품이 아닙니다.
손질 시, 물을 뿌리거나 수분이 많은 젖은 천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너, 벤젠, 알코올 등의 유기 용제가 함유된 얼룩 제거 스프레이나 얼룩 제거 시트 등은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정보
KT Nakano Building, 5-68-10, Nakano
Nakano-ku, Tokyo 164-8616, Japan
www.kenkoglobal.com
상호명: 주식회사 켄코토키나ㅤ
제품명칭: Electronic Flash
모델명: AB600-R
제조연월: 제품 박스에 표시
공급자 이름제조국: 주식회사 켄코토키나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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