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전 1.01

다음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정

보입니다.

• V.1.00 * V.1.01

• 적용 모델: EX-ZR15, EX-FC200S, EX-ZR20

• 무선 LAN 기능이 내장된 SD 메모리 카드(Eye-Fi 카드 및 

FlashAir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용 Eye-Fi 카드를 카메라에 장착하면 촬영한 이미지를 무

선 LAN 연결을 통해 컴퓨터나 다른 장치로 전송할 수 있습니

다.

1. Eye-Fi 카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 따라 Eye-Fi 

카드의 LAN 액세스 포인트, 전송 목적지, 기타 설정

을 구성합니다.

2. 설정을 구성한 다음 Eye-Fi 카드를 카메라에 장착

하고 촬영을 합니다.

3. [p] (PLAY)를 눌러서 재생모드로 전환합니다.

4. [MENU]를 누른 다음 [4]와 [6]를 사용해서 "재생

기능" 탭을 선택합니다.

5. [8]와 [2]를 사용해서 "Eye-Fi"를 선택하고 

[SET]을 누릅니다.

그러면 Eye-Fi 통신 모드로 전환되어 촬영한 이미지를 

무선 LAN을 통해 컴퓨터나 다른 장치로 전송할 수 있습니

다.

• 자세한 내용은 Eye-Fi 카드와 함께 제공된 사용설명서

를 참조해 주십시오.

• 새 Eye-Fi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포맷을 하기 전에 사

용하는 컴퓨터에 Eye-Fi Manager 설치 파일을 복사하

십시오. 카드를 포맷하기 전에 이를 수행하십시오.

펌웨어 버전 업데이트 소프트웨
어

Eye-Fi 카드를 이용한 이미지 전송

. Eye-Fi 통신을 비활성화하려면
Eye-Fi 통신 모드에서 [p] (PLAY) 또는 [MENU]를 누릅니

다.

• 촬영한 이미지는 무선 LAN을 통해 전송됩니다. 비행기 안

이나 기타 무선 통신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장소에서는 

Eye-Fi 카드를 사용하지 말거나 Eye-Fi 카드 통신을 꺼주

십시오.

• 카메라가 Eye-Fi 통신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는  (Eye-Fi 아이콘)이 모니터 화면에 표시

됩니다.

이 마크는 통신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투명하

거나 투명하지 않게 표시됩니다.

• 이미지 데이터 전송이 진행 중일 때는 모니터 화면에 통신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 이미지 데이터 전송이 진행 중일 때는 카메라의 자동전원오

프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메라에 HDMI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카메라

를 Eye-Fi 통신 모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많은 수의 이미지를 전송할 경우 완료될 때까지는 어느 정

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Eye-Fi 카드 종류와 그 설정에 따라 이미지 데이

터 전송 후에 Eye-Fi 카드상의 이미지는 삭제될 수 있습니

다.

• Eye-Fi 카드에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Eye-Fi 카드에서 동

영상을 재생할 경우 이미지 또는 오디오에 끊어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설정, 전지 잔량, 사용 조건에 의해 Eye-Fi 카드 통

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경우
전송 가능한 이미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경우 이미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점멸하는 경우
액세스 포인트를 검색 중입니

다.

• Eye-Fi 및 Eye-Fi 로고는 Eye-Fi, Inc.의 상표입니다.

K



상용 FlashAir 카드를 카메라에 장착하면 카드에 저장된 이미

지를 보거나 무선 LAN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카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컴퓨터(또는 기타 장치)에서 FlashAir 카드 설정을 

"Start with the control image" (컨트롤 이미지

로 시작)으로 변경합니다.

• FlashAir 카드 설정이 "Start automatically at boot" 

(부팅 시 자동으로 시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카메라가 

FlashAir 통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FlashAir 카드를 구매한 후 

암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구성된 FlashAir 카드를 카메라에 장착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촬영합니다.

• 카메라에서 FlashAir 카드를 포맷하면 카드에서 통신에 

필요한 파일이 삭제됩니다. 포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p] (PLAY)를 눌러서 재생모드로 전환합니다.

4. [MENU]를 누른 다음 [4]와 [6]를 사용해서 "재생

기능" 탭을 선택합니다.

5. [8]와 [2]를 사용해서 "FlashAir"를 선택하고 

[SET]을 누릅니다.

그러면 FlashAir 통신 모드로 전환됩니다.

6. 스마트폰 또는 기타 장치에서 FlashAir 카드에 액

세스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FlashAir 카드에 저장된 이
미지를 재생하는 방법

. FlashAir 통신을 비활성화하려면
FlashAir 통신 모드에서 [p] (PLAY) 또는 [MENU]를 누릅

니다.

• 비행기 안이나 기타 무선 통신이 제한 또는 금지된 장소에

서는 FlashAir 통신을 비활성화하거나 FlashAir 카드 사용

을 전면적으로 삼가 주십시오.

• 카메라가 FlashAir 통신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FlashAir 아이콘)이 모니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 스마트폰 또는 기타 장치에서 FlashAir 카드에 저장된 이미

지 데이터를 조작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이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  아이콘이 모니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 슬립 기능과 자동전원오프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 [p] (PLAY) 또는 [MENU]를 눌러 FlashAir 통신을 종

료하면 메시지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조작을 수행

하기 전에 종료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특정 시간 동안 조작하지 않을 경우 FlashAir 무선 LAN 연

결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카메라에 HDMI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카메라

를 FlashAir 통신 모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FlashAir 카드에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동영상을 재

생하면 이미지 및/또는 오디오가 끊길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설정, 전지 잔량 또는 사용 조건에 의해 FlashAir 카

드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경우 통신이 가능합니다.

점멸하는 경우 실행 중입니다(통신 불가능).

• FlashAir와 FlashAir 로고는 TOSHIBA CORPORATION

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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