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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종합  카탈로그



창조력은 더 많은 자유를 갖게 한다.

풍부한 영상 표현을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액세서리.

수많은 첨단 테크놀로지로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그러나 카메라와 렌즈

만으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

다. 영상 표현의 최첨단을 주도하던 니콘이 오랜 세월

에 걸쳐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구축한 끊

임 없이 진화하는 니콘의 이미징 액세서리. 이미징 액

세서리를 만나면 영상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하

나 구체화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 됩니다.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의 퍼포먼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이미징 액세서리가 촬영자의 창조력을 북돋

으며 새로운 영상 표현의 영역을 개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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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약의 안쪽과 위쪽 2곳에 1대씩 

설정한 SB-900(판매종료)을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

800으로 조절. 니콘 크리에이티

브 라이팅 시스템과 포토그래퍼

의 상상력이 융합.



빛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는 것
스튜디오에서의	라이팅	효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간단하게	실현하는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

플래시 촬영이 효과적인 곳은 어두운 장소 뿐만이 아닙니다.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 강한 태양 빛도 밝은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까

지의 밝기 차이가 커서 노출을 아무리 제어하여도 상세한 묘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플래시를 사용하면 화면 전체

를 적당한 밝기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빛을 비추고 어

두운 부분을 밝게 함으로써 촬영 화면 내의 밝기 차이를 적게 하여 

카메라가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밝기 차이를 줄여주는 것이라면, 카메라의 내장 플래시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직접 조명하는 것은 미세

한 부분까지 표현되지 못한 평면적인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플래시 1등을 카메라에서 떨어진 가로 방향에서 사용하는 것만

으로 어두운 부분까지의 계조를 매끄럽게 재현하여 인물을 더욱 입

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앙의 사진 참조)

빛을 비추어 더욱 아름다운 사진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시 촬영

은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플래시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자연광만으로

는 연출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은 여러 개의 니콘 스피드라

이트를 무선으로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절한 배치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스냅 사진이 빛을 의도적으로 조

절한 「표현한 사진」으로 바뀝니다.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

이 스튜디오에서의 계산된 라이팅 효과를 다양한 분야에서도 손쉽게 

실현 하여 그야말로 빛을 자유자재로 조절한 고품격의 사진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래시	없음：

역광에서 그늘이 생긴 인물을 플래

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 멀티 

패턴 측광. 노출 보정 없음. 

균형 잡힌 노출이지만, 전체

적으로 변화가 없음.

리모트	플래시	3개：

3번째 플래시를 피사체의 뒤쪽에 추가. 스피드라이트 스탠드를 사용하여 지면에 설치하고 

발광부를 위쪽 45°각도로 설정. 3번째 플래시를 추가 함으로써 인물의 머리카락과 

어깨 주변이 아름답게 반짝임과 동시에 인물이 배경에서 돋보일 수 있도록 강조.

리모트	플래시	1개：

같은 조건에서 플래시 1개를 카메

라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사용. 

발색이 풍부하고 채도도 

증가하였다. 인물 쪽으로 

카메라 왼쪽에서 약 45° 

각도로 발광 시킴으로써 

입체감이 풍부한 사진으로 

촬영 가능.

리모트	플래시	2개：

2번째 플래시를 추가하여

인물 바로 위에서 발광 

시켜 아래에 놓아둔 반

사판으로 빛을 반사

시켜 인물의 턱 밑

에 생긴 짙은 그림자

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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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플래시로 가능한 것

「촬영하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촬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캐시 울프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는 동안에 좋은 빛을 

찾아내거나, 필요에 따라 재빨리 조명을 만들어 내어야만 합니다」. 

가벼우면서 휴대성이 뛰어난 니콘 스피드라이트는 그녀의 필수품. 그

녀의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의 사용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카메라에 장착한 스피드라이트의 발광부를 회전

시켜 하얀 벽을 향하여 바운스 효과를 노립니다. 이런 간단한 조작

만으로 플래시의 강한 빛을 부드러운 빛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조 맥넬리는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머리 속에 완

성된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위치나 빛이 비치는 

방향 등 모든 것은 이미지네이션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라고 조

언합니다. 고등학교 그랜드 하키 선수를 촬영하였을 때 그는 선수

가 황혼 전의 황금색 빛이 가득한 탈의실에 서 있는 정경을 마음 속

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하여 먼저 카메라

를 낮은 위치에 설치하고, 광각 렌즈를 선택, 이어서 락커 위에 짙

은 그림자가 생기도록 플래시를 창 밖에 설치하였습니다. 이미지

에 맞는 온화한 빛을 연출하기 위하여 컬러 필터를 사용하고, 선수

면적이 큰 하얀 면이 있으면 어떤 사물이라도 빛을 부드럽게 하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테크닉으로 위의 사진과 같은 

풍부한 색채의 화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항상 i-TTL 

조광 모드로 촬영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적의 조광이 고정밀도로 

이루어지므로 순간적인 포착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게 강한 빛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스피드라이트의 파워 Zoom을 

200mm로 설정하여 마치 석양 전의 자연광을 살린 것처럼 보이는 

위 사진은 실제로 이러한 세팅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

연광이라면 금방 끝나버리는 「골든아워(Golden Hour)」도 필요한 

만큼 계속됩니다. 플래시 1개의 빛만으로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분

위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기의 오른쪽 벽에 바운스시켜 불필요한 그림자를 없앴다. 카메라 오른쪽에서 비스듬히 조광. 플래시 1등만으로 촬영하여도 풍부한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다.

플래시의 빛은 카메라 후방의 하얀 벽에 

바운시켜 광량이 적은 실내에서 부드러

운 빛으로 만들어 준다.

캐시 울프（Kathy Wolfe）

미국에서 어린이 촬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프로 포토그래퍼
조 맥넬리（Joe McNally）

미국을 거점으로 활약하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포토저널리스트.

촬영 현장의 현황을 이용하여 빛을 만들

어 낸다. 플래시를 창 밖에 설치하여 황혼 

전의 온화한 빛을 표현.

바운스 촬영

TTL조광 코드로 카메라와 

커맨더를 접속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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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	벽면의	반사를	이용한	바운스	촬영을	한다 카메라와	분리한	1개의	스피드라이트로	창	밖에서	비치는	것과	같은	빛을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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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은 경이로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살짝 빛의 위치를 바꾸기만 

하여도 사진의 완성도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라고 이브 패

터노스터는 말합니다. 야외의 자연광과 같은 빛을 스튜디오 안에

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플래시를 창조적으로 사용하여 

자연광을 재현합니다.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키트 R1C1

은 그것을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가능성도 제공합니

다. 무선 리모트 스피드라이트 SB-R200은 소형이면서 무선이

므로 플래시를 핸드 헬드로 여러 장소로 자유롭게 옮겨 빛으로 즐

기면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개의 플래시로 촬영한 

꽃 사진에 만족한 그는 다른 가능성을 시도하기 위하여 2번째 플

래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위와 같이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투명감 있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시스템의 진가는 

사용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스튜디오 라이팅으로 바뀌지 

않는 빛의 제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R1C1은 숙련

된 포토그래퍼도 감탄하게 하는 휴대 가능한 스튜디오 라이팅 시

스템인 것 입니다.

증등 촬영이 극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클리프 매튜너는 「웨딩 촬영에서는 결혼식을 방해하지 않고 촬영

해야 하므로 포토그래퍼는 유연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는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을 간단하게 

사용하여 큰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의 왼쪽 경

사 위치에서 플래시만 사용하여 질감, 깊이,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

입니다. 무선으로, 게다가 i-TTL 조광이기 때문에 설치도 조작도 

간단합니다. 바운스 촬영에 적합한 반사판이나 하얀 천정 등이 없

어도 발광부를 위쪽 90°로 뒤쪽까지 회전시킴으로써 플래시 광을 

약하게 하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 냅니다. 위의 사진에서

는 이런 방법으로 신부 옆 모습의 윤곽을 강조하는데 필요한 만큼

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부의 베일을 강조하기 위하여 2

번째 플래시를 신부의 뒤쪽에서 발광하여 2번째 플래시는 카메라의 

ON/OFF 조작이 결혼식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촬영이 가능하도

록 메인이 1번째 플래시와는 다른 그룹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메인인 1개의 플래시는 카메라 왼쪽에서 신부의 얼굴을 비추고, 2번째 플래시는 신부의 뒤쪽에서 

발광 시켜 베일의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다.

1등으로 촬영

카메라와 떨어진 위치에서 피사체에 빛

이 직접 닿지 각도로 플래시를 1개 사용

함으로써 질감과 깊이 있는 촬영 가능.

무선 리모트 스피드라이트 SB-R200을 

1번째 플래시는 위에서, 2번째 플래시인 

SB-R200을 꽃 아래에서 핸드 헬드로 

조명.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을 카메라에 장착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을 

카메라에 장착

리모트 플래시 

A그룹 리모트 플래시 

B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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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에	있는	1개의	플래시가	피사체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주위의	부드러운	빛이	피사체의	표정을	강조한다

리모트 플래시 

A그룹

리모트 플래시 

A그룹

© Cliff Mautner

© Cliff Mautner

© Yves Paternoster

© Yves Paternoster

클리프 매튜너（Cliff Mautner）

미국에서 유명한 프로 웨딩 포토그래퍼

이브 패터노스터（Yves Paternoster）

프랑스에서 정물 촬영을 주로 다루는 스튜디오 포토그래퍼.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 대응

★  SU-800과 TTL 조광 코드 SC-30(별매)을 병용하여 SB-R200을 2등 클로즈업 촬영이 가능.　

△  스피드라이트 단체에서의 모델링 발광이 가능.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의 보조등 일 때 가능.　

※1 표준 i-TTL 조광에 대응.

※2 D90•D80•D70시리즈•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D60•

 D50•D40시리즈일 경우 「CPU 렌즈✽」 장착 시 가능.　

※3 마스터 스피드라이트의 본 발광은 불가능합니다. 또, 무선 증등의 그룹 설정은 A그룹만 됩니다.

※4 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D60•D50•D40시리즈의 

  내장 플래시에는 커맨더 기능은 없습니다.

※5 커맨더에 SU-800 또는, SB-910•900•800•700을 사용 시.

※6 급속 무선 컨트롤 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무선 증등 리모트 그룹 설정은 A그룹만 가능합니다.

※8 SU-800은 클로즈업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D810•D750 사용 시에만 사용 가능

i-TTL	조광•D-멀티BL	조광은	다음	렌즈를	장착	시에	가능합니다.

•「i-TTL 조광」은, D90•D80•D70시리즈•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

  D3000•D60•D50•D40시리즈일 경우 「CPU 렌즈✽」 장착 시에 가능.

•「멀티 BL 조광」은 G타입 렌즈, D타입 렌즈 및 E타입 렌즈 이외의 「CPU 렌즈✽」 장착 시에 가능.

 또한, 카메라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각 카메라의 조광 방식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사용 설명서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CPU 렌즈: G타입 렌즈, D타입 렌즈, E타입 렌즈, G•D•E 이외의 AF렌즈(F3AF용 제외), AI-P 렌즈.

CLS：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 -SB-910, SB-700, SB-500, SB-300, SU-800, SB-R200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CLS 대응 카메라와 스피드라이트를 조합, 마스터(주등) 및 리모트(보조등)의 

각 그룹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발광 제어를 하는 무선 증등(增燈)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는 최대 3그룹까지 제어할 수 있고 각 그룹은 1대 또는, 

여러 개의 스피드라이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및 그룹별로 다양하게 발

광 제어를 함으로써 더욱 창조적인 증등 촬영이 가능합니다.

Speedlight 스피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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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C

약	5~7m

약	10m이내

약	5~7m

30°이내

30°이내

그룹A

그룹B

주등

CLS는	니콘의	스피드라이트와	카메라의	데이터	통신	방식을	최적화한	니콘의	독자적

인	스피드	라이트	시스템입니다.	여러가지	최신	기능을	탑재하여	CLS	대응	카메라☆	

와의	조합으로	스피드	라이트	촬영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드립니다.

【CLS의	주요	기능】	기종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i-TTL 조광/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시스템/FV 고정 촬영/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멀티 포인트 AF 보조광/발광 색온도 정보 전달/모델링 발광

i-TTL 조광   

본 발광 직전의 모니터 발광으로 피사체에서

의 반사광을 카메라 센서로 측광하여 발광량

을 결정합니다. 모니터 발광의 발광량과 회수

를 최적화하여 더욱 높은 조광 정밀도를 실

현합니다. 또한, G•D타입 렌즈 장착 시에

는 렌즈에서 얻은 피사체까지의 거리 정보를 

가미한 최적의 발광량을 결정합니다.

 i-TTL-BL 조광 ：주요 피사체와 배경의 

밝기 밸런스를 고려하여 발광량을 제어합

니다. 배경의 밝기에 대하여 주요 피사체를 

자연스러운 밝기에서 묘사할 수 있습니다.

표준 i-TTL 조광 ：주요 피사체가 기준 노

광량이 되도록 조광 합니다. 주요 피사체를 

강조하는 촬영에 적합합니다.

D-멀티 BL 조광 

본 발광의 반사광을 카메라가 TTL 분할 측

광하여 멀티 패턴 측광의 정보 등에 따라 조

광을 제어합니다. 스피드라이트광과 배경 노

출의 균형 잡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TTL-BL 조광 

본 발광의 반사광을 카메라가 TTL 측광하여 

멀티 패턴 측광의 정보에 따라 카메라가 조

광 레벨과 배경 노출을 제어합니다. 배경을 

살린 자연스러운 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복수의 스피드라이트에 의한 무선 증등 촬영이 

가능합니다. 마스터(주등) 및 최대 3그룹의 

리모트(보조등)를 개별적으로 발광 제어할 수 

있어 창조적인 증등 촬영을 쉽게 할 수 있습니

다.

모델링 발광 

일정한 작은 광량으로 연속 발광하여 촬영(본 

발광) 전에 라이팅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FV 고정  

모니터 발광으로 결정한 적정 발광량을 기준

으로 구도•Zoom 조정•조리개 값을 바꾸

어도 적정 노출이 되도록 발광량을 자동 조

정. 조광량을 고정함으로써 노출이 안정된 플

래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 포인트 보조광 

피사체가 어두워 오토 포커스에서의 초점 조

절이 어려울 경우 대응 카메라의 멀티 영역 

AF나 멀티 포인트 AF에 대응한 AF 보조

광을 조사하여 오토 포커스 촬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i-TTL 조광 및 매뉴얼 발광으로 최고 속도

까지의 셔터 스피드로 동조시킨 플래시 촬영

을 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가 일반 발

광의 동조 속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FP 발광으로 바뀌는 설정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광 색온도 정보 전달 

대응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사용 시 

스피드라이트광의 색온도를 자동으로 카메라

에 전달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피드라

이트 촬영 시의 화이트밸런스를 적절하게 제

어합니다. D810•D750 사용 시에만, SB-

500의 LED 라이트 발광 색온도 정보 전달 

기능에 대응합니다.

표준 TTL 조광 

본 발광의 반사광을 카메라가 TTL 측광하

여 배경광의 상태에 상관 없이 피사체가 적

정 노출이 되도록 스피드라이트의 조광 수준

을 제어합니다.

외부 자동 조광 

본 발광의 반사광을 스피드라이트측의 수광

부에서 검지하여 적정 발광량을 제어합니다.

거리 우선 매뉴얼 발광

촬영 거리를 설정하면 조리개 값에 따른 적

정한 발광량을 스피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설

정하여 매뉴얼 발광합니다. 조리개 값을 바꾸

어도 노광량을 일정하게 유지한 플래시 촬영

을 할 수 있습니다.

오토 파워 Zoom 기구

스피드라이트의 조사각을 촬영 렌즈의 화각

에 맞추어 자동 설정합니다.

적목 보정 발광

스피드라이트의 본 발광 전에 스피드라이트

가 여러 번 소량 발광하여 인물의 동공을 오

므림으로써 눈이 빨갛게 촬영되는 현상을 보

정합니다 (적목 보정 발광 모드가 있는 카메

라에서 가능).

연속 발광

발광을 단시간에 연속하여 되풀이함으로써 

움직임이 있는 피사체를 1프레임의 화상 안

에 연속적으로 촬영합니다.

바운스 기구

플래시 헤드의 각도를 바꾸어 스피드라이트

광을 직접 피사체에 비추지 않고 벽이나 천

장의 반사광을 사용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라이트의 주요 기능 （      는 CLS의 기능)

☆CLS	대응	카메라：FX	포맷	/	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D100제외）,	F6,	및	COOLPIX	A,	

P7800•P7700•P7100•P7000•P6000

 i-TT조광 대응 COOLPIX(표준 i-TTL 조광이 가능)：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각 카메라와 조합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P.11을 참조

하여 주십시오.

스피드라이트와 카메라의 조합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

✽1 D810•D800시리즈•D750•D700•D610•D600•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D80은 

커맨더 모드에서는 A그룹, B그룹, 채널1~4의 설정이 가능.

✽2 D70시리즈•P7800•P7700은 커맨더 모드에서는 A그룹, 채널3만 설정 가능. 커맨더 모드에서 내장 

플래시는 본발광하지 않습니다.

✽3 COOLPIX P7100•P7000•P6000 사용 시는 SB-910•SB-900•SB-800•SB-700은 본발광하지 

않습니다.

✽4 SB-700의 빠른 무선 컨트롤 모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SU-800의 클로즈업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D4 시리즈 / D3 시리즈 / D2 시리즈 / Df / 

D810 / D800시리즈 / D750 / D700 / 

D610 / D600 / D300시리즈 / D200 /  

D7100 / D7000 / D90 / D80 / D70시리즈 

/ D5300 / D5200 / D5100 /  

D5000 / D3300 / D3200 / D3100 / 

D3000 / D60 / D50 / D40시리즈 / F6

D810 / D800시리즈 / D750 / D700 / 

D610 / D600 / D300시리즈 / D200 / 

D7100 / D7000 / D90 / D80 

D70 시리즈 / COOLPIX P7800 / P7700 

COOLPIX P7800 / P7700 /

P7100 / P7000 / P6000

SB-910 / SB-900 / SB-800 / 

SB-700✽4 / SU-800✽5

내장 플래시 커맨더 모드

내장 플래시 커맨더 모드

SB-700

SU-800

SB-910 / SB-900 / SB-800

A그룹

SB-910 / SB-900 / SB-800 / 

SB-700 / SB-500 / SB-600 / SB-R200

A그룹

SB-910 / SB-900 / SB-800 / 

SB-700 / SB-500 / SB-600 / SB-R200

B그룹

SB-910 / SB-900 / SB-800 / 

SB-700 / SB-500 / SB-600 / SB-R200

C그룹

SB-910 / SB-900 / SB-800 / 

SB-700 / SB-600 / SB-R200

사용	카메라 마스터（주등）/	커맨더 리모트(보조등)

✽ 1

✽ 2

✽ 3

D810 / D750 SB-500

•마스터(주등)로서 발광 가능한 것은 SB-910•900•800•700•500만(발광을 소등시켜 커맨더 촬영도 가능).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리모트 수는 1그룹 최대 3대

스피드라이트 카메라
가능한	

밸런스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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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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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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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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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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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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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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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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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T
T
L	

조
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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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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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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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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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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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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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910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 
D700•D610•D600•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D80

i-TTL-BL 조광 ◯ ◯ ◯ ◯ ◯ ◯ ― ◯※1

◯
조리개 
연동 자
동 조광 

가능※2

◯ ◯ ◯ ◯ ◯ ◯

D70시리즈•D50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
D60•D40시리즈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F6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D1시리즈•D100•F5•F4•F100•F80시리즈•U2•U•F90X시리즈• 
F90시리즈•FM3A•F3（AS-17병용）•US•FM10•FE10 

― ― △ ― ― ― ― ― ― ◯ ◯ ◯ ― ― ― ◯

COOLPIX A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COOLPIX P7800•P7700 i-TTL-BL 조광 ◯※7 △ ― ― ― ◯ ― ◯※1

◯
조리개 
연동 자
동 조광 
가능

◯ ◯ ◯ ― ◯ ◯

COOLPIX P7100•P7000•P6000 ― ◯※3 △ ― ― ― ― ― ◯※1 ◯ ◯ ◯ ◯ ◯ ◯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 ― △ ― ― ― ― ― ◯※1 ◯ ◯ ◯ ◯ ◯ ◯

SB-700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D80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D70시리즈•D50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 
D60•D40시리즈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F6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D1시리즈•D100•F5•F4•F100•F80시리즈•U2•U•F90X시리즈• 
F90시리즈•FM3A•F3（AS-17병용）•US•FM10•FE10

― ― ― ― ― ― ― ― ― ― ◯ ― ― ― ― ―

COOLPIX A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COOLPIX P7800•P7700 i-TTL-BL 조광 ◯※6※7 ― ― ― ― ◯ ― ◯※1 ― ◯ ◯ ◯ ― ◯ 

COOLPIX P7100•P7000•P6000 ― ◯※3※6 ― ― ― ― ― ― ◯※1 ― ◯ ◯ ◯ ◯ ◯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 ― ― ― ― ― ― ― ◯※1 ― ◯ ◯ ◯ ◯ ◯ ―

SB-500

D4시리즈•Df•D800시리즈•D700•D610•D600•D300시리즈• 
D7100•D7000•D90

i-TTL-BL 조광  ◯ ◯ ― ◯ ◯ ― ◯※1 ― ◯ ― ― ◯ ― 

D3시리즈•D2시리즈•D200•D80 i-TTL-BL 조광  ◯ ◯ ― ◯ ◯ ― ◯※1 ― ― ― ― ◯ ― 

D810•D750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D70시리즈•D50 i-TTL-BL 조광  ― ◯ ― ― ◯ ― ◯※1 ― ― ― ― ◯ ― 

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 
D60•D40시리즈

i-TTL-BL 조광  ― ― ― ― ◯ ― ◯※1 ― ◯ ― ― ◯ ― 

F6 i-TTL-BL 조광  ◯ ◯ ― ◯ ― ― ◯※1 ― ― ― ― ◯ ― 

COOLPIX A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COOLPIX P7800•P7700 i-TTL-BL 조광 ※7 ― ― ― ― ◯ ― ◯※1 ― ◯ ― ― ― ― 

COOLPIX P7100•P7000•P6000 ― ※3 ― ― ― ― ― ― ◯※1 ― ― ― ― ◯ ―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 ― ― ― ― ― ― ― ◯※1 ― ― ― ― ◯ ― ―

SB-300

각 기능은 카메라측에서 

설정합니다.

D4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D610•D600• 
D300시리즈•D7100•D7000•D90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D3시리즈•D2시리즈•D200•D80•D70시리즈•D50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 
D60•D40시리즈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F6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COOLPIX A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COOLPIX P7800•P7700 i-TTL-BL 조광 ― ― ― ― ― ◯ ― ◯※1 ― ◯ ― ― ― ― ―

COOLPIX P7100•P7000•P6000•P5100•P5000•8800•8700• 
8400

― ― ― ― ― ― ― ― ◯※1 ― ― ― ― ― ― ―

SB-R200

커맨더에 SU-800또는, 

카메라의 내장 플래시, 

SB-910•900•800•

700•500※9을 병용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D80

i-TTL 조광    ※5  ― ― ― ―  ― ― ― ― ―

D70시리즈•D50※4 i-TTL 조광  ―  ※5 ― ― ― ― ―  ― ― ― ― ―

D5300※4•D5200※4•D5100※4•D5000※4•D3300※4•D3200※4• 
D3100※4•D3000※4•D60※4•D40시리즈※4 i-TTL 조광  ― ― ※5 ― ― ― ― ―  ― ― ― ― ―

F6 i-TTL 조광    ※5  ― ― ― ―  ― ― ― ― ―

D1시리즈•D100　★ D-멀티 BL 조광 ― ― ― ― ― ― ― ◯ ― ◯ ― ― ― ― ―

F5•F100•F80시리즈•U2•F90X시리즈•F90시리즈　★ 멀티 BL 조광 ― ― ― ― ― ― ― ◯ ― ◯ ― ― ― ― ―

U•F4　★ TTL-BL 조광 ― ― ― ― ― ― ― ◯ ― ◯ ― ― ― ― ―

FM3A•F3（AS-17병용）　★ ― ― ― ― ― ― ― ― ◯ ― ◯ ― ― ― ― ―

COOLPIX P7800•P7700 i-TTL 조광 ※7※8 ― ― ― ― ― ― ― ―  ― ― ― ― ―

COOLPIX P7100•P7000•P6000 ― ※3※8 ― ― ― ― ― ― ※1 ―  ― ― ― ― ―



다양한 플래시 컨트롤

i-TTL-BL 조광 

화면	전체에	균형	잡힌	노출을	실현하는	고정밀	조광	

다양한 빛의 조건이나 수시로 바뀌는 빛 속에서도 안정되고 높은 

정밀도를 발휘하는 조광 방식입니다. 본 발광 직전에 모니터 발광

을 하고 피사체로부터의 반사광을 카메라 바디 내의 조광 센서로 

측광하여 최적의 발광량을 제어합니다. 주요 피사체와 배경의 밝

기 밸런스를 고려하여 발광량을 제어하기 때문에 

역광의 인물 촬영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광 분

위기를 남기면서 화면 전체의 노출을 적절하게 조

정합니다.

후막 싱크로 

피사체	흔들림을	의도하여,	움직임을	표현

일반적인 플래시 촬영에서는 셔터가 열린 직후에 발광하지만, 

후막 싱크로 모드에서는 셔터가 닫히기 직전에 발광하여 피사

체를 비춥니다. 이 때 저속 셔터 스피드로 촬영하면 피사체에 

움직임이 있을 경우 주위 빛에서 비친 부분 등이 잔상처럼 촬

영됩니다. 일반적인 플래시 촬영에서는 플래시광으로 비춘 선명

한 화면의 앞쪽에 나타나는 이 화면이 후막 싱크로 모드에서는 

뒤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피사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한낮의	싱크로	촬영으로	배경	흐림을	살린	인물을	촬영

밝은 낮의 역광에서 인물을 촬영할 경우 일반적인 플래시 촬영에

서는 광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조리개를 조여 배경흐림을 살려 표

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촬

영에서는 카메라의 플래시 동조 셔터 스피드를 초과하여 카메라

의 최고 속도까지의 빠른 셔터 스피드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f/2.8 등의 더욱 작은 조리개 값

으로 설정하고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하여 배경 흐

림을 살린 인물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밝

은 낮 플래시를 사용하여 피사체의 빠른 움직임을 

촬영하고 싶을 때도 효과적입니다.

슬로우 싱크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여	배경도	아름답게	포착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1/250초 등의 일반적인 플래시 동조 

셔터 스피드에서는 플래시광에 비친 피사체만 밝게 촬영되어 

배경에 넣고 싶은 밝게 빛나는 건물이나 일루미네이션 등은 어

두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슬로우 싱크로로 설정하면 셔터 스

피드가 저속으로 제어되어 배경도 밝게 포착한 

더욱 자연스러운 밸런스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고감도와	플래시의	조합

광량이 적은 상황에서 촬영 가능성을 크게 확대시킨 니콘 디지털 일안 리

플렉스 카메라의 우수한 고감도 성능. 하지만 어두운 피사체를 밝은 고화

질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하여 빛의 닿는 방법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플래시는 피사체를 비추는 빛의 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빛의 닿

는 방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 하나의 단순한 발광에서도 인

물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지우고 포토그래퍼의 의도대로 보는 사람

의 시선을 인물의 얼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

래시 촬영에 고감도를 조합시키면 보다 먼 거리에서 피사

체를 효과적으로 비출 수 있게 되어 바운스나 촬영 거리, 

구도 등 촬영의 자유도를 더욱 높여 다채로운 사진 표현

을 즐길 수 있습니다.

FV 고정 촬영 

빛의	양이	변경되는	가운데	피사체의	밝기를	일정하게	유지

FV란 FlashValue의 약자로 플래시에 의한 피사체의 노광량을 

의미합니다. FV 고정을 하면 구도 변경이나 Zoom 조정, 조리개 

값을 변경하여도 발광량이 자동으로 따라가 피사체의 밝기를 일정

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출을 바꾸지 않고 일련의 사진을 촬영

하고 싶은 경우에 편리하며, 사진과 같이 FV 고정 

중에 촬영 화면 내에 반사가 강한 사물(전철의 차

체)이 들어와서 배경의 밝기가 바뀌어도 플래시에 

비치는 인물의 밝기가 변함없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광량 조정과 관계없이 촬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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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light 스피드라이트

i-TTL-BL 조광 셔터가 닫히기 직전에 플래시가 발광한 후막 싱크로

피사계 심도가 얕은 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슬로우 싱크로

 플래시와 고감도(ISO 1600)의 동시 사용

고감도만

FV 고정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밝기는 변함이 없다.

같은 장면에서 발광 없음

피사계 심도가 깊은 노멀 싱크로 일반적인 플래시 촬영

© Joe McNally © Joe McNally

© Kathy Wolfe © Joe McNally

© Joe McNally

© Joe McNally



Speedlight

SB-910

【CLS 대응 카메라☆ 사용 시의 주요 기능】

	새롭게	설정된	메뉴	버튼에	의해	커스텀	메뉴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	

또한,	조작	패널의	GUI(Graphic	User	Interface)도	개선하여,	조작

성을	더욱	향상.	

	촬영	장면에	따라	표준	배광/중앙부	중점	배광/균등	배광의	3가지	배광

			타입	선택	가능.	모든	배광	타입에서	배광	정밀도	향상.

	FX	포맷과	DX	포맷을	자동	판별하여	각각에	대응한	배광으로	자동	변경.

	내구성•내열성과	조작성이	우수한	하드	타입의	컬러	필터(형광등용	/전구

용)를	채용(부속).

	스피드	라이트에	장착한	컬러	필터의	정보를	카메라가	식별하여	자동으로	

최적의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

(대응 카메라 ： D4시리즈•D3X•D3S•D3✽1•Df•D810•D800시리즈•D750•D700•D610•

D600•D300S•D300✽2•D7100•D7000•D90•D5300•D5200•D5100•D5000•D3300•

D3200•D3100•D3000）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	가능(웹사이트에서	다운로

드한	펌웨어를	SD메모리	카드	등의	저장	매체에	보존하여	이것을	장착한	

카메라에서의	조작으로	카메라에	장착한	SB-910을	업데이트).

(대응 카메라 ： D4시리즈•D3X•D3S•D3✽1•Df•D810•D800시리즈•D750•D700•D610• 

D600•D300S•D300✽2•D7100•D7000•D90•D5300•D5200•D5100•D5000•D3300•

D3200•D3100•D3000•COOLPIX A）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에	대응하여	i-TTL	조광,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FV	고정	촬영,	발광	색온도	정보	전달,	자동	FP	고속	싱크로		

SB-910은	프로부터	하이	아마추어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온	SB-900의	조작성을	더욱	향

상시킴과	동시에	배광의	정밀도의	향상,	하드	타입의	컬러	필터	채용	등,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하이엔드	스피드	라이트	입니다.	빛을	구사하여	원하는	대로의	사진	표현을	추구하는	프로나	

하이	아마추어의	크리에이티브한	촬영을	지원합니다.

☆CLS	대응	카메라：FX	포맷/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	

D100제외）,	F6,	및	COOLPIX	A•P7800•	P7700•P7100•P7000•P6000

i-TTL 조광 대응 COOLPIX(표준 i-TTL 조광이 가능):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각 카메라와 조합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의 상세한 사항은 P.1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의 조합은 P.10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촬영,	멀티	포인트	AF	보조광,	모델링	발광	등	다양한	스피드라이트	촬영,	

편리	기능	사용이	가능(카메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

습니다*3).

	다단계	오토	파워	Zoom	기구에서	초점	거리	17~200mm(FX	포맷	시.	

DX포맷	시는	12~200mm)를	커버.

	초점	거리	17~135mm에	대응하는	멀티	포인트	보조광.

	가이드넘버는	35mm일	때	34,	200mm일	때	53의	큰	광량(FX	포맷•

표준	배광일	때,	ISO	100•m,	20℃ ).

	니켈	수소	AA전지	4개로	약	2.3초의	고속	리사이클	타임.

	위쪽	90°,	아래쪽	7°,	좌우	180°의	바운스	기구.

	발광부의	온도상승을	자동	검지하여,	발광	간격을	자동	조절함으로써,	

과열방지

✽1 카메라의 펌웨어가 A: 2.00, B: 2.00 이후에 대응.

✽2 카메라의 펌웨어가 A: 1.10, B: 1.10 이후에 대응.

✽3 각 카메라와 조합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의 상세한 사항은 P.1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속품：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1, 바운스 어댑터 SW-13H, 컬러 필터 SZ-2FL( 형광등용 ), 

컬러 필터 SZ-2TN( 전구용 ), 소프트 케이스 SS-910

표시 패널

컬러	필터	SZ-2FL	( 부속 )	

컬러	필터	홀더	SZ-2	( 별매 )컬러	필터	세트	SJ-3（별매）

FL-G1•FL-G2( 형광등용 ), TN-A1•TN-A2( 전구용 ), 

BLUE(파랑 ), YELLOW(노랑 ), RED(빨강 ), AMBER(살

색 )의 8종류 , 총 20장의 컬러 필터 세트 . 스피드라이

트광을 보정 또는 , 착색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컬러 

필터 홀더 SZ-2(별매 )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

( 발광 시의 열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컬러	필터	SZ-2TN	( 부속 )바운스	어댑터	SW-13H（부속）

스피드	라이트	스탠드	AS-21	( 부속 )	

스피드 라이트 (SB-15/27 제외 )를 장착하여 

보조등으로 카메라에서 분리시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1 발광 간격은 30초(리튬 전지 사용 시에는 120초)에 1회 발광하였을 때의 완전 발광 상당에서 레디라이트  

  점등까지의 시간입니다.

※2 발광 회수는 30초(리튬 전지 사용 시는 120초)에 1회 발광하였을 때의 완전 발광 상당에서 30초 이내에 

  레디라이트가 점등하는 회수입니다.

AF 보조광•Zoom 작동•표시 패널의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전지 초기의 성능입니다. 전지의 같은 상표라도 전지 성능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원 사용	개수 최단	발광	간격※1 발광	회수※2/발광	간격※1

알카라인	AA전지（1.5V） 4개 약 4.0초 약 110회 이상 / 4.0~30초

리튬	AA전지（1.5V） 4개 약 4.5초 약 230회 이상 / 4.5~120초

니켈	수소	AA충전지（2600mAh） 4개 약 2.3초 약 190회 이상 / 2.3~30초

니켈	수소	AA충전지（eneloop） 4개 약 2.3초 약 165회 이상 / 2.3~30초

스피드라이트 SB-910　발광 회수•발광 간격（매뉴얼 완전 발광 시, 20℃）

스피드라이트 SB-910　주요 사양

가이드넘버

【FX	포맷	시】

（표준 배광일 때, ISO 100•m, 

20℃）/조사각

조사각
（오른쪽 렌즈를 
커버）

14mm

（와이드 패
널•바운스 
어댑터 
사용 시）

14mm

（바운스 
어댑터 
사용 시）

14mm

（와이드 
패 널 사 용 
시）

17mm 18mm 20mm 24mm 28mm 35mm

가이드넘버

（1/1•FULL）
13 16 17 22 23 24 27 30 34

조사각

（오른쪽 렌즈를 
커버）

50mm 70mm 85mm 105mm 120mm 135mm 180mm 200mm

가이드넘버 

（1/1•FULL）
40 44 46 49 50.5 51 52 53

가이드넘버

【DX	포맷	시】

（표준 배광일 때, ISO 100•m, 

20℃）/조사각

조사각

（오른쪽 렌즈를 
커버）

10mm

（와이드 패
널•바운스 
어댑터 
사용 시）

10mm

（바운스 
어댑터 
사용 시）

10mm

（와이드 
패 널 사 용 
시）

12mm 14mm 16mm 17mm 18mm 20mm 24mm

가이드넘버

（1/1•FULL）
13 16 17 23 25 27 29 30 31 34

조사각

（오른쪽 렌즈를 
커버）

28mm 35mm 50mm 70mm 85mm 105mm 120mm 135mm 180mm 200mm

가이드넘버

（1/1•FULL）
36 40 45 49 50.5 51.5 52 53 53.5 54

가이드넘버

【수동일	때】
1/1, 1/2, 1/4, 1/8, 1/16, 1/32, 1/64, 1/128의 8단계 광량 변경 가능

조광	범위

（i-TTL 조광 모드/조리개 연

동 외부 자동 조광 모드/외부 

자동 조광 모드일 때）

0.6m∼20m (포맷, 배광 타입, ISO 감도, 조사각, 조리개 값에 따라 다릅니다)

발광	모드
i-TTL 조광, 조리개 연동 외부 자동 조광, 외부 자동 조광, 거리 우선 매뉴얼 

발광, 매뉴얼 발광, 연속 발광

오토	파워	Zoom	기구

（표준 배광일 때）

FX 포맷 ：17•18•20•24•28•35•50•70•85•105•120•135•180•200

mm 렌즈의 조사각으로 변경 가능

DX 포맷 ：12•14•16•17•18•20•24•28•35•50•70•85•105•120•135•

180•200mm 렌즈의 조사각으로 변경 가능

FX 포맷 / 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D100제

외）, F6에 CPU 렌즈 장착 시에는 렌즈 초점 거리에 따라 자동 설정 또는, 장

착한 Zoom 렌즈의 초점 거리에 연동

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D80• 

F6 장착 시에 가능

가이드넘버 ： 12.6（셔터 스피드 1/500초, ISO 100•m, 20℃ , Zoom 헤드 

35mm, FX 포맷, 표준 배광일 때）

연속	발광 발광 주파수 1~10•20~100Hz

TTL	조광	언더	표시

FX 포맷 / 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D100제외）, 

F6과 조합시켜 i-TTL 조광 촬영시, 스피드라이트가 노출 부족일 경우, 언더 단수

(段數)를 표시

캐치라이트	반사판 와이드 패널부에 내장

바운스	각도
수직방향 ： 위쪽90°~정면~아래쪽7°

수평방향 ： 왼쪽180°~정면~오른쪽180°

모델링	발광 충전 완료 상태에서 약 1.5초간

사운드	모니터
무선 증등 시 가능, 충전 완료 시, 정상 발광 시, 발광 부족 시 경고, 리모트 수신 

불량 시

사용자	설정	

외부 자동 조광 모드 설정, 마스터의 연속 발광 모드 설정, 매뉴얼 발광량 스텝 

폭의 설정, 무선 증등 모드 설정, 테스트 발광 버튼 설정, i-TTL 조광 모드일 

때의 테스트 발광량 설정, FX/DX 포맷 설정, 오토 파워 Zoom 금지 설정, AF 

보조광/본발광 금지 설정, 스탠바이 기능 설정, ISO 감도 수동 설정, 리모트 모

드시 레디 라이트 설정, 표시 패널 백라이트 점등/강제 소등 설정, 표시 패널 콘

트라스트 설정, 거리 표시 단위 설정, 와이드 패널 파손 시 조사각 수동 설정, 내 

메뉴 설정, 펌웨어 버전 표시, 커스텀 메뉴 리셋 설정

접속	단자 외부 전원 커넥터, 싱크로 터미널

전원
알카라인 AA전지, 리튬 AA전지, 니켈 수소 AA충전지 동일 종류 4개, 파워 

어시스트 팩 SD-9

크기(폭×높이×길이) 약 78.5×145.0×113.0mm

무게
약 510g(1.5V AA전지 4개 포함)

약 420g(본체만)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여 빛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 하이엔드 스피드라이트

소프트	케이스	SS-910	(부속)	

스피드라이트

14 15

외부 AF 보조광 

접점

레디라이트

( 리모트 시 )

외부 전원 커넥터

AF 보조광창

싱크로 터미널

MODE 버튼

메뉴 버튼

OK 버튼

캐치 라이트

반사판

발광 패널

와이드 패널

전지 덮개

전지 덮개 고정 

해제 버튼

무선 리모트

 센서창

외부 자동 

조광용 센서창

플래시 헤드 

고정 해제 

버튼

플래시 헤드 상하 

회전 각도계

표시 패널

기능 버튼

레디라이트 / 

테스트 발광 버튼

전원 / 

무선 증등 모드 스위치

셀렉터 다이얼

고정 레버

장착 다리

워터	가드

WG-AS1（별매）

(D3시리즈용）　

워터	가드	

WG-AS2（별매）

(D300시리즈용）　

워터	가드	

WG-AS3（별매）

(D700시리즈용）　

워터	가드	

SB-910, SB-900, SB-700 의와 카메라의 연동 

접점의 방수 , 방진에 효과적인 커버입니다 .



SB-700
SB-700은	알기	쉬운	표시,	편리한	조작의	스위치를	채용하여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간단히	

다채로운	라이팅을	즐길	수	있는	스피드라이트입니다.	니콘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	어울리는	

컴팩트	한	바디에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CLS)의	각종	기능과	마스터	플래시	기능,	

독자적인	고속	무선	컨트롤	모드	등	충실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부속품：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2, 바운스 어댑터 SW-14H, 컬러 필터 SZ-3FL（형광등용）, 

컬러 필터 SZ-3TN（전구용）, 소프트 케이스 SS-700

【CLS 대응 카메라☆ 사용 시의 주요 기능】

	알기	쉬운	표시	패널•조작하기	쉬운	스위치	레이아웃을	채용.	캐치라

이트	반사판•와이드	패널을	플래시	헤드에	내장.

	2개의	리모트	플래시	그룹의	광량비를	간단히	설정할	수	있는	고속	무

선	컨트롤	모드를	탑재.	2등	라이팅을	쉽게	실현	가능(마스터	플래시	

<카메라에	장착한	SB-700>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촬영	장면에	따라	표준	배광/중앙부	중점	배광/균등	배광의	3가지	배광	

타입을	선택	가능.

	FX	포맷과	DX	포맷을	자동	판별하여	각각에	대응한	배광으로	자동	변경.

	내구성•조작성이	뛰어난	하드	타입의	컬러	필터(형광등용/전구용)를	

채용(부속).	장착한	필터	정보를	식별하여	카메라에	전달,	자동으로	

최적의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

(대응 카메라：D4시리즈•D3X•D3S•D3✽1•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S•D300✽2•D7100•D7000•D90•D5300•D5200•D5100•

D5000•D3300•D3200•D3100•D3000）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	가능(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펌웨어를	SD	메모리카드	등의	기록	매체에	저장하여	이것을	

장착한	카메라에서	조작하여	카메라에	장착한	SB-700을	업데이트).

（대응 카메라：D4시리즈•D3X•D3S•D3✽1•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S•D300✽2• D7100•D7000•D90•D5300•D5200•D5100•

D5000•D3300•D3200•D3100•D3000•COOLPIX A）

☆CLS	대응	카메라：FX	포맷/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	

D100제외）,	F6,	및	COOLPIX	A•P7800•P7700•P7100•P7000•P6000

i-TTL 조광 대응 COOLPIX(표준 i-TTL 조광이 가능):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각 카메라와 조합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의 상세한 사항은 P.1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에	대응하여	i-TTL	조광,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FV	고정	촬영,	발광	색온도	정보	전달,	오토	FP	하이	스

피드	싱크로	촬영,	멀티	포인트	AF	보조광,	모델링	발광	등	다양한	스피

드라이트	촬영,	편리한	기능	사용이	가능(카메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3).

	다단계	자동	Zoom	기구에서	초점	거리	24~120mm(FX	포맷	시.	DX	

포맷	시는	16~85mm)를	커버.

	초점	거리	24~135mm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AF	보조광.

	가이드넘버는	35mm일	때	28,	120mm일	때	38（FX	포맷•표준	배

광일	때,	ISO	100•m,	20℃）

	알카라인	전지,	니켈	수소	충전지	등으로	최단	약	2.5초의	고속	리사이클	

타임.

	위쪽90°,	아래쪽7°,	좌우180°의	바운스	기구

	발광부의	온도	상승을	자동	검지하여	발광을	제한함으로써	과열을	방지.	

✽1 카메라의 펌웨어가 A: 2.00, B: 2.00 이후에 대응.

✽2 카메라의 펌웨어가 A: 1.10, B: 1.10 이후에 대응.

✽3 각 카메라와의 조합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P.1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1 발광 간격은 30초(리튬 전지 사용 시 120초)에 1회 발광을 하였을 때의 완전 발광 상당에서 레디라이트 

 점등까지의 시간입니다.

※2 발광 회수는 30초(리튬 전지 사용 시 120초)에 1회 발광을 하였을 때의 완전 발광 상당에서 30초 이내에 

 레디라이트가 점등하는 회수입니다.

AF 보조광•Zoom 작동•표시 패널의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전지 초기의 성능입니다. 전지의 신구 및 같은 상표라도 전지 성능의 변경 등에 따라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 사용	개수 최단	발광	간격※1 발광	회수※2/발광	간격※1

알카라인	AA전지（1.5V） 4개 약 2.5초 약 160회 이상 / 2.5~30초

리튬	AA전지（1.5V） 4개 약 3.5초 약 330회 이상 / 3.5~120초

옥시	라이드	AA건전지（1.5V） 4개 약 2.5초 약 230회 이상 / 2.5~30초

니켈	수소	AA충전지（2600mAh） 4개 약 2.5초 약 260회 이상 / 2.5~30초

니켈	수소	AA충전지（eneloop） 4개 약 2.5초 약 230회 이상 / 2.5~30초

스피드라이트 SB-700　발광 회수•발광 간격（매뉴얼 완전 발광 시, 20℃）

가이드넘버

【FX	포맷	시】

（표준 배광일 때, ISO 100•m, 

20℃）/조사각

조사각
（오른쪽 기록 

렌즈를 커버）

14mm

（ 와 이 드 패
널•바운스 어
댑터 사용 시）

14mm

（바운스 어댑
터 
사용 시）

14mm

（와이드 패널
사용 시）

24mm 28mm 35mm

가이드넘버

（1/1•FULL）
10 14 14 23 25 28

조사각

（오른쪽 기록 

렌즈를 커버）

50mm 70mm 85mm 105mm 120mm

가이드넘버

（1/1•FULL）
31 34 35.5 37 38

가이드넘버

【DX	포맷	시】

（표준 배광일 때, ISO 100•m, 

20℃）/조사각

조사각

（오른쪽 기록 

렌즈를 커버）

10mm

（ 와 이 드 패
널•바운스 어
댑터 사용 시）

10mm

（바운스 어댑
터 
사용 시）

10mm

（와이드 패널
사용 시）

16mm 17mm 18mm 20mm

가이드넘버

（1/1•FULL）
10 14 14 23 23.5 24.5 26

조사각

（오른쪽 기록 

렌즈를 커버）

24mm 28mm 35mm 50mm 70mm 85mm

가이드넘버

（1/1•FULL）
28 29 31.5 34.5 37 38

가이드넘버

【수동일	때】
1/1, 1/2, 1/4, 1/8, 1/16, 1/32, 1/64, 1/128의 8단계 광량 변경 가능

	조광	범위

（i-TTL 조광 모드시）
0.6m∼20m (포맷, 배광 타입, ISO 감도, 조사각, 조리개 값에 따라 다릅니다)

발광	모드 i-TTL 조광, 거리 우선 매뉴얼 발광, 매뉴얼 발광

Zoom	기구

（표준 배광일 때）

FX 포맷 ： 24•28•35•50•70•85•105•120mm 렌즈의 조사각으로 변경 

가능

DX 포맷 ： 16•17•18•20•24•28•35•50•70•85mm 렌즈의 조사각으로 

변경 가능

FX 포맷 / 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D100제

외）, F6에 CPU 렌즈 장착 시에는 렌즈 초점 거리에 따라 자동 설정 또, 장착

한 Zoom 렌즈의 초점 거리에 연동

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D80•

F6 장착 시에 가능

가이드넘버 ： 10.2(셔터 스피드 1/500초, ISO 100•m, 20℃ , Zoom 헤드 

35mm, FX 포맷, 표준 배광일 때)

TTL	조광	언더	표시
FX 포맷 / 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D100제외）, F6으로 

조합시켜 i-TTL 조광 촬영시, 스피드라이트가 노출 부족일 경우 하위 단수(段數)를 표시

캐치라이트	반사판 와이드 패널부에 내장

바운스	각도
수직방향 ： 위쪽90°~정면~아래쪽7°

수평방향 ： 왼쪽180°~정면~오른쪽180°

모델링	발광 충전 완료 상태에서 약 1초간

사운드	모니터
무선 증등일 때 가능, 충전 완료 시, 정상 발광 시, 광량 부족 경고, 마스터 플래시 모

드 설정 불량 시, 리모트 수신 불량 시

사용자	설정

컬러 필터 설정, 리모트 플래시 설정, 사운드 모니터 설정, 표시 패널 콘트라스트 

설정, 스탠바이 기능 설정, FX/DX 포맷 설정, 매뉴얼 발광량의 스텝 폭 설정, 거

리 표시 단위 설정, AF 보조광 설정, 펌웨어 버전 표시, 커스텀 메뉴 리셋 설정

전원 알카라인 AA전지, 리튬 AA전지, 니켈 수소 AA충전지의 동일 종류를 4개

크기(폭×높이×길이) 약 71×126×104.5mm

무게 약 360g(본체만), 약 450g(1.5V 알카라인 AA전지×4개를 포함)

스피드라이트 SB-700　주요 사양

바운스	어댑터	SW-14H（부속）

컬러	필터	SZ-3FL（부속）

컬러	필터	SZ-3TN（부속）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2（부속）

스피드라이트（SB-15/27제외）를 장착하여 보조등으로 

카메라에서 분리시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컬러	필터	세트	SJ-4（별매）〈SB-700용〉

컬러 필터 홀더 SZ-3, 컬러 필터 케이스와 BLUE(파랑), 

YELLOW(노랑), RED(빨강), AMBER(살색)의 4종류, 

합계 12장의 SB-700용 컬러 필터 세트 . 스피드라이트

광을 보정 또는 , 착색하여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발광 시 열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캐치 라이트

반사판

와이드 패널

발광 채널

전지 덮개

플래시 헤드 

고정 해제 

버튼

장착 다리

외부 AF 보조광 

접점

AF 보조광창

모드 셀렉터

ZOOM 버튼

레디라이트 /  

테스트 발광 버튼

메뉴 버튼

OK 버튼

플래시 헤드 상하 

회전 각도계

표시 패널

배광 타입 셀렉터

SEL 버튼

고정 해제 버튼

전원 / 무선 증등 

모드 스위치

셀렉터 다이얼

고정 레버

표시 패널

Speedlight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작성이 뛰어난 다양한 기능의 스피드라이트

스피드라이트

16 17

워터	가드

WG-AS1（별매）

（D3시리즈용）　

워터	가드

WG-AS2（별매）

（D300시리즈용）　

워터	가드

WG-AS3（별매）

（D700용）　

워터	가드

SB-910, SB-900, SB-700과 카메라의 연동 접점에 
대한 방적 , 방진에 효과적인 커버입니다 . 

소프트	케이스	SS-700	(부속)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의 조합은 P.10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CLS	대응	카메라：FX	포맷/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	

D100제외）,	F6,	및	COOLPIX	A•P7800•P7700•P7100•P7000•P6000

i-TTL 조광 대응 COOLPIX(표준 i-TTL 조광이 가능):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각 카메라와 조합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의 상세한 사항은 P.1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Speedlight

※1 D4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D300시리즈•D610•D600•D7100•D7000• 

D90•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D60•D40시리즈• 

COOLPIX A•P7800•P7700 사용 시

※2 P7100 및 P7000은 SB-500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플래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라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분리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성능 LED 라이트도 탑재한 소형•경량으로 가볍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라이트

SB-500
가이드넘버24(ISO	100•m),	조사각	24mm(FX포맷).	소형•경량으로	휴대하기	간편하고	

AA	전지	2개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라이트입니다.	위쪽	90°,	왼쪽	180°,	오른쪽	180°의	

바운스가	가능.	새롭게	탑재한	LED	라이트(3단계로	조도	변경	가능)는	색온도가	자연광에	

가까워	정지화상의	근접	촬영은	물론	동영상	촬영	시의	보조광으로서도	유용합니다.

부속품：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3, 소프트 케이스 SS-DC2

2014년	9월	25일	발매

가이드넘버（23℃） 24（ISO 100•m）

조사각
24mm 렌즈 화각을 커버(FX 포맷) 

16mm 렌즈 화각을 커버(DX 포맷)

조광	범위	

(i-TTL	조광	모드일	때)
0.6m~20m(ISO 감도, 조리개 값에 따라 다릅니다)

발광	모드 i-TTL 조광, 매뉴얼 발광※1

오토	FP	하이	스피드	싱크로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D80• 

F6 장착 시에 가능 

가이드넘버: 10.1(셔터 스피드 1/500초, ISO 100•m, 23℃ )

바운스	각도
수직 방향: 위쪽 방향 90°~정면

수평 방향: 왼쪽 방향 180°~정면~오른쪽 방향 180°

모델링	발광 충전 완료 상태에서 약 1초간

LED	라이트※2
최대	조도 약 100 lx(전체 점등 시, 1m에서)

조사각
24mm 렌즈 화각을 커버(FX 포맷) 

16mm 렌즈 화각을 커버(DX 포맷)

전원 알카라인 AA전지, 니켈 수소 AA충전지의 동일 종류를 2개

크기(폭×높이×길이) 약 67×114.5×70.8mm

무게 약 226g(본체만), 약 273g(1.5V 알카라인 AA전지×2개를 포함)

스피드라이트 SB-500　주요 사양

【CLS 대응 카메라☆ 사용 시의 주요 기능】

	동급	최대	밝기(약	100lx)의	고휘도	타입의	LED	라이트를	탑재(3단

계로	조도	변경	가능).	색온도는	자연광	아래에서	촬영	시의	보조광으

로서	위화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태양광에	가까운	약	5400K.	정지화

상의	근접	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	시의	보조조명으로서도	유효합

니다.	SB-500을	카메라에서	분리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

고	라이팅의	효과를	카메라의	라이브	뷰로	확인하면서	가볍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버튼과	스위치에	의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조작계로	카메라에	

SB-500을	장착하면	카메라	메뉴에	[외장형	플래시	발광]이	있는	카

메라라면	카메라의	메뉴	화면에서	발광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카메

라	메뉴에	[외장형	플래시	발광]이	없는	카메라는	자동으로	TTL	모

드로	설정됩니다(SB-500의	전원	스위치가	 일	경우).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	가능(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펌웨어를	SD	메모리	카드	등의	기록	매체에	저장하여	이것

을	장착한	카메라에서	조작하여	카메라에	장착한	SB-500을	업데이트).

(대응 카메라：D4시리즈•D3X•D3S•D3＊1•Df•D810•D800시리즈•D750• 

D700•D610•D600•D300S•D300＊2•D7100•D7000•D90•D5300•D5200• 

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COOLPIX A)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에	대응하여	i-TTL	조광,	어드밴스

드	무선	라이팅,	FV	고정	촬영,	발광	색온도	정보	전달,	자동	FP	고

속	싱크로,	모델링	발광	등	다양한	스피드라이트	촬영,	편리	기능	사용

이	가능(카메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3).

	카메라	메뉴의	[외장형	플래시	발광]에	[커맨더(CMD)	모드]가	있는	

카메라라면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시의	마스터	플래시로서도	사용	

가능.	

	 （대응 카메라：D810•D750）

	가이드넘버는	24（ISO	100•m,	23℃）

	위쪽	90°,	좌우	180°의	바운스	기구.

	발광부의	온도	상승을	자동	검지하여	발광을	제한하고	과열을	방지.

✽1 카메라의 펌웨어가 A: 2.00, B: 2.00 이후에 대응.

✽2 카메라의 펌웨어가 A: 1.10, B: 1.10 이후에 대응.

✽3 각 카메라와의 조합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P.11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테스트 발광 버튼

전원 스위치 ( 기능 변경 스위치 )

발광 패널LED 라이트

무선 리모트 센서창

LED 조도 표시 램프 

(3 단계）

모드 표시 램프

（TTL/M/CMD）

LED 버튼  

（점등 / 점멸 / 조도 

변경 버튼）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LED 

라이트의 라이팅 효과를 확인하면서 

촬영

D750 사용 시

카메라 메뉴의 「외장형 플래시 

발광」의 화면(D750일 경우)

2014년	9월	25일	발매	

소프트	케이스	SS-DC2(부속)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3（부속）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의 조합은 P.10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2014년	9월	25일	발매 【CLS 대응 카메라☆ 사용 시의 주요 기능】

	i-TTL	조광이	가능.	또,	카메라측의	설정으로	모니터	발광에서	결정

한	적정	발광량을	기준으로	구도나	조리개	값을	바꾸어도	적정	노출이	

되도록	발광량을	자동	조정하는	FV	고정	촬영이	가능<각	카메라와의	

조합에	대하여서는	P.11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가이드넘버는	18(ISO	100•m,	20℃ )

	COOLPIX	A,	P7800등에도	잘	맞는	경량•컴팩트	바디.

	플래시	헤드를	정면	수평•60°•75°•90°•120°의	5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바운스	기구.

내장	플래시	사용	시

액자에 들어간 그림이 빛에 반사되어 선명하지 
않다.

90°바운스	시

밸런스 좋은 빛으로 그림이 아름답게 촬영되었다.

빛이 반사되어 여성이 턱과 이마가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플래시의 빛이 직접 비추지않아 자연스러운 빛으로 
아름다운 표정. 

i-TTL 조광 대응의 소형•경량의 간편한 스피드라이트

스피드라이트

SB-300

D3300	장착	시	

SB-300
더욱	더	소형•경량성을	추구하여	라이팅	표현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초보자도	사용하기	쉬운	

간단	조작의	스피드라이트.	CLS	대응	카메라,	 i-TTL	조광	대응	COOLPIX에	장착하여	

위쪽으로	120°까지의	바운스	촬영이나	고정밀도	i-TTL	조광이	가능합니다.

부속품：소프트 케이스 SS-DC1

120°바운스	시
불필요한 그림자가 없어지고 부드러운 빛으로 자연스럽게 묘사.

90°바운스	시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고 턱 아래에 그림자가 진하게	생겼다.

120°까지

위쪽으로 바운스 가능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D4시리즈•Df•D810•D800시리즈•D750•D700•D300시리즈•D610•D600•D7100•D7000• 

 D90•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D60•D40시리즈•   

 COOLPIX A•P7800•P7700 사용 시

가이드넘버（20℃） 18（ISO 100•m）

조사	각도
27mm 렌즈의 화각을 커버（FX 포맷 카메라•F6 사용 시）

18mm 렌즈의 화각을 커버（DX 포맷 카메라 사용 시）

조광	범위	

(i-TTL	조광	모드	시)
0.6m~20m(ISO 감도, 바운스 각도, 조리개 값에 따라 다릅니다)

카메라측의	설정에	의한	

촬영/발광	기능

•발광 모드: i-TTL 조광 모드, 매뉴얼 발광 모드※

•플래시 모드: 보통 발광(선막 싱크로), 보통 발광+슬로우(슬로우 싱크로), 

 후막 발광(후막 싱크로), 후막 발광+슬로우

바운스	각도 수직 방향: 정면~위쪽 방향 120°(클릭: 0°, 60°, 75°, 90°, 120°)

전원 알카라인 AAA 전지, 니켈 수소 AAA 충전지의 동일 종류를 2개

크기(폭×높이×길이) 약 57.4×65.4×62.3mm

무게 약 120g(알카라인 AAA 전지×2개를 포함), 약 97g(본체만)

스피드라이트 SB-300　주요 사양

소프트	케이스	SS-DC1( 부속 )

스피드라이트

18 19



렌즈	명칭 어댑터	링 장착	가능	수

AF-S NIKKOR 20mm f/1.8G ED SY-1-77 2 개까지

AF-S NIKKOR 24mm f/1.4G ED SY-1-77 2 개까지

　 AF Nikkor 28mm f/1.4D SY-1-72 4 개까지

AF-S NIKKOR 28mm f/1.8G SY-1-67 2 개까지

AF-S NIKKOR 35mm f/1.4G SY-1-67 2 개까지

AF-S NIKKOR 58mm f/1.4G SY-1-72 2 개까지

AF-S Micro NIKKOR 60mm f/2.8G ED SY-1-62 4 개까지

　 AF Micro-Nikkor 60mm f/2.8D※ 1 UR-5+SY-1-72 4 개까지

AF-S NIKKOR 85mm f/1.4G SY-1-77 2 개까지

　 AF Nikkor 85mm f/1.4D IF SY-1-77 4 개까지

　 AF DC-Nikkor 105mm f/2D SY-1-72 4 개까지

AF-S VR Micro-Nikkor 105mm f/2.8G IF-ED SY-1-62 4 개까지

　 AF Micro-Nikkor 105mm f/2.8D SY-1-62 4 개까지

　 AF DC-Nikkor 135mm f/2D SY-1-72 4 개까지

　 AF Nikkor 180mm f/2.8D IF-ED SY-1-72 4 개까지

　 AF Micro-Nikkor 200mm f/4D IF-ED SY-1-62 4 개까지

　 AF-S Nikkor 300mm f/4D IF-ED SY-1-77 4 개까지

　 AF-S Zoom-Nikkor 17-35mm f/2.8D IF-ED SY-1-77 4 개까지

　  AF Zoom-Nikkor 18-35mm f/3.5-4.5D IF-ED SY-1-77 2 개까지

AF-S NIKKOR 24-70mm f/2.8G ED SY1-77 2 개까지

　 AF-S Zoom-Nikkor 28-70mm f/2.8D IF-ED SY1-77 2 개까지

AF-S NIKKOR 70-200mm f/2.8G ED VR II SY1-77 4 개까지

AF-S VR Zoom-Nikkor 70-200mm f/2.8G IF-ED SY1-77 4 개까지

　 AF Zoom-Nikkor 80-200mm f/2.8D ED〈New〉 SY1-77 4 개까지

Speedlight 스피드라이트

20 21

SU-800

SB-R200

CLS	대응	카메라에	장착하여	리모트(보조등)로서	사용하는	스피드라이트	SB-R200,	SB-910,	

SB-900,	SB-800,	SB-700,	SB-600,	SB-500의	발광량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커맨더입니다.

CLS	대응	카메라와의	조합으로	다채로운	클로즈업	촬영용	조명	및	무선	증등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리모트(보조등)	전용의	소형	스피드라이트입니다.

부속품：소프트 케이스 SS-SU800

부속품：컬러 필터 홀더 SZ-1, 컬러 필터 세트 SJ-R200(4 종 4 매 ),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0, 소프트 케이스 SS-R200

●장착 가능한 렌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P. 21 의 장착 가능 렌즈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CLS 대응 카메라: FX 포맷/DX 포맷의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D1시리즈•D100을 제외), F6 및 COOLPIX A•P7800•P7700•P7100•P7000•P6000

●i-TTL 조광 대응 COOLPIX(표준 i-TTL 조광이 가능): COOLPIX P5100•P5000•8800•8700•8400　●각 카메라와의 조합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P.11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CLS 대응 카메라☆ 사용 시의 주요 기능】

	SU-800은	리모트(보조등)로서	사용하는	스피드라이트	SB-910,	

SB-900,	SB-800,	SB-700,	SB-600,	SB-500,	SB-R200

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커맨더입니다.	리모트(보조등)로서	사용하는	스

피드라이트를	최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별로	제어할	수	있습니

다.	라이팅을	리모트(보조등)만으로	진행하고	그	배치의	조정이나	그

룹별로	제어하여	다양한	빛과	그림자를	연출하는	치밀한	라이팅이	가능

합니다.

【CLS 대응 카메라※ 사용 시의 주요 기능】

	SB-R200은	리모트(보조등)	전용의	스피드라이트입니다.	CLS에	대

응하여	i-TTL	조광,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	FV	고정	촬영	등이	가

능.	렌즈	끝에	장착할	수	있는	것	외에	부속의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0로	카메라에서	떨어뜨려	설치하거나	핸드	헬드로	촬영하기가	

용이합니다.

	SB-R200	가이드넘버:	10(ISO	100•m)/14(ISO	200•m).

	컬러	필터	세트	SJ-R200을	부속,	다양한	라이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CLS	비대응	카메라와의	조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SU-800과	

			SB-R200을	TTL	조광	코드	SC-30(별매)에	접속하여	클로즈업	촬

영이	가능합니다.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리모트	스피드라이트

SB-R200

니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시스템(CLS)의 무선 증등이 더욱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송신	방식 섬광 방전관에 의한 적외 펄스 발광에 의한 통신

송신	도달	거리
SB-910/SB-900/SB-800/SB-700/SB-600/SB-500: 약 20m

SB-R200: 약 4m(보통 설치 상태에서)

채널	수 4채널

그룹	수 3그룹

송신	회수 약 1200회

송신	간격 약 1초

발광	파장 약 800~1,000mm의 적외광

조사	범위 수직 방향: 약 60°, 수평 방향: 약 78°

전원 CR123A 리튬전지, 1개

크기(폭×높이×길이) 약 68×96×58mm

질량(무게) 약 160g(전지 제외)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주요 사양

※30초에 1회 발광하였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형식 직렬 제어 방식 TTL 자동 조광 스피드라이트(무선 리모트 전용)

가이드넘버(m,	20℃ ) 10(ISO 100), 14(ISO 200)

조사	각도 24mm 렌즈의 화각을 커버(수직 방향 60°, 수평 방향 78°)

발광	모드 i-TTL 조광/D-TTL 조광/TTL 조광, 매뉴얼 발광

최단	발광	간격 약 6초

발광	회수※ 약 290회 이상/6~30초

바운스	각도
정위치를 기준으로 아래쪽 방향(렌즈 광축쪽) 60°(15°마다 클릭 스톱)

위쪽 방향(렌즈 광축 반대쪽) 45°(15°마다 클릭 스톱)

다리	부분 어태치먼트 링 SX-1, 또는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0 전용 슈

전원 CR123A 리튬전지, 1개

크기(폭×높이×길이) 약 80×75×55mm

무게 약 120g(전지 제외)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B-R200 주요 사양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0(부속)

컬러	필터	홀더

SZ-1(부속)

컬러	필터	세트	

SJ-R200(부속)	
발광 시의 열에 의하여 변형될 경우가 있습니다 .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의 조합은 P.10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어드밴스드 무선 라이팅의 조합은 P.10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제품명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키트	R1C1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리모트	키트	R1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1개 ―

무선 리모트 스피드라이트 SB-R200 2개 2개

어태치먼트 링 SX-1 1개 1개

어댑터 링 SY-1-52, 62, 67, 72, 77 1세트(5개) 1세트(5개)

SB-R200용 배광 어댑터 SW-11 2개 2개

컬러 필터 홀더 SZ-1 2개 2개

컬러 필터 세트 SJ-R200 4종 4매×2세트 4종 4매×2세트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20 2개 2개

내장 플래시용 적외 패널 SG-3 IR 1매 1매

플렉시블 암 클립 SW-C1 1개 1개

확산 판 SW-12 1매 1매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키트 케이스 SS-MS1 1개 1개

SU-800용 소프트 케이스 SS-SU800 1개 ―

SB-R200용 소프트 케이스 SS-R200 2개 2개

SX-1용 소프트 케이스 SS-SX1 1개 1개

※ 2 시프트 /틸트 설정에서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1 별매의 전용 어댑터 링 UR-5병용 .

AF NIKKOR 렌즈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제품	구성

SB-R200을 장착 가능한 렌즈

매뉴얼 포커스 NIKKOR 렌즈

DX NIKKOR 렌즈

렌즈	명칭 어댑터	링 장착	가능	수

PC-E NIKKOR 24mm f/3.5D ED※2 SY-1-77 2 개까지

　 Nikkor 35mm f/1.4S SY-1-52 2 개까지

PC-E Micro NIKKOR 45mm f/2.8D ED※2 SY-1-77 2 개까지

　 Micro-Nikkor 55mm f/2.8S SY-1-52 4 개까지

　 Nikkor 85mm f/1.4S SY-1-72 2 개까지

PC-E Micro NIKKOR 85mm f/2.8D※ 2 SY-1-77 2 개까지

PC Micro-Nikkor 85mm f/2.8D※ 2 SY-1-77 2 개까지

　 Nikkor 105mm f/1.8S SY-1-62 2 개까지

　 Nikkor 105mm f/2.5S SY-1-52 2 개까지

　 Micro-Nikkor 105mm f/2.8S SY-1-52 2 개까지

　 Nikkor 135mm f/2S SY-1-72 2 개까지

　 Nikkor135mm f/2.8S SY-1-52 2 개까지

　 Nikkor 180mm f/2.8S ED SY-1-72 2 개까지

　 Micro-Nikkor 200mm f/4S IF SY-1-52 4 개까지

렌즈	명칭 어댑터	링 장착	가능	수

AF-S DX NIKKOR 35mm f/1.8G SY-1-52 2 개까지

AF-S DX Micro NIKKOR 85mm f/3.5G ED VR SY-1-52 4 개까지

AF-S DX Zoom-Nikkor 12-24mm f/4G IF-ED SY-1-77 4 개까지

AF-S DX Zoom-Nikkor 17-55mm f/2.8G IF-ED SY-1-77 2 개까지

AF-S DX Zoom-Nikkor 18-70mm f/3.5-4.5G IF-ED SY-1-67 2 개까지

권장	렌즈

AF-S Micro NIKKOR 60mm f/2.8G ED

　 AF Micro-Nikkor 60mm f/2.8D

AF-S DX Micro NIKKOR 85mm f/3.5G ED VR

AF-S VR Micro-Nikkor 105mm f/2.8G IF-ED

　 AF Micro-Nikkor 105mm f/2.8D

　 AF Micro-Nikkor 200mm f/4D IF-ED

•　 AF Zoom-Micro Nikkor 70-180mm f/4.5-5.6D ED는 렌즈 방향에 따라 

SB-R200의 무게로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SB-R200	장착	시	다음	렌즈는	초점	거리에	따라	화면의	
주변부	광량이	저하됩니다.

•DX	포맷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AF-S DX 12-24mm f/4G IF-ED••••••【초점 거리 15mm 이하】

AF-S DX 17-55mm f/2.8G IF-ED•••••【초점 거리 20mm 이하】

AF-S DX 18-70mm f/3.5-4.5G IF-ED•••초점 거리 18mm일 때】

•FX	포맷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35mm	필름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AF-S 20mm f/1.8G ED••••••••••••••【광량 저하 있음】

AF-S 24mm f/1.4G ED••••••••••••••【광량 저하 있음】

　 AF 28mm f/1.4D••••••••••••••••【광량 저하 있음】

　 AF-S 17-35mm f/2.8D IF-ED••••••【초점 거리 24mm 이하】

　 AF 18-35mm f/3.5-4.5D IF-ED•••••【초점 거리 24mm 이하】

　 AF-S 28-70mm f/2.8D IF-ED•••••【초점 거리 35mm 이하】

【CLS 대응 카메라☆ 사용 시의 주요 기능】

● SU-800, SB-R200 또는 SB-R200에 배광 어댑터 SW-11이나 

컬러 필터 세트 SJ-R200 등 다양한 클로즈업 촬영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CLS 비대응 카메라와의 조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SU-800과  

SB-R200을 TTL 조광 코드 SC-30(별매)과 연결하여 클로즈업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태치먼트 링 SX-1

SB-R200용 배광 어댑터  

SW-11

확산판 SW-12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키트 R1C1

（D4 장착 시）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리모트 모드 R1

（D7100 장착 시）

전용	어댑터	링	UR-5

（R1C1•R1•AF마이크로 60mm용）

별매 액세서리

컬러	필터	세트	SJ-2

（SB-R200용）

발광 시 열에 의하여 변형될 경우가 있습니다 . 

TTL	조광	코드	SC-30

（SU-800•SB-R200용, 2개 세트）

플렉시블 암 클립 

SW-C1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R1C1은	CLS	대응	카메라와의	조합으로	다채로운	클로즈업	촬영이나	무

선	증등을	즐길	수	있는	스피드라이트	시스템입니다.	커맨더	SU-800,	

스피드라이트	SB-R200을	비롯하여	합계	15종류의	아이템을	세트로	

한	충실	키트입니다.

R1은,	R1C1에서	커맨더	SU-800을	제외한	키트입니다.	SB-910,	

SB-900,	SB-800,	SB-700,	SB-500이나	카메라의	내장	플래시※를	

커맨더로	사용할	경우	권장합니다.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키트	R1C1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리모트	키트	R1

※D5300•D5200•D5100, D5000, D3300, D3200, D3100, D3000, D60, D50, D40시리즈 및 

COOLPIX의 내장 플래시는 커맨더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B-910, SB-900, SB-800, SB-700을 

커맨더로서 사용하던지 R1C1(커맨더 SU-800)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각 키트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제품 구성/가격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편리하게 클로즈업 촬영 라이팅을 구현할 수 있는 키트



스피드라이트 액세서리

6등	촬영（SB-900※을 메인으로, SB-R200을 5등사용）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이에 넣고 SB-900※을 

피사체의 약 1m 위쪽에서 부드러운 빛으로 

전체를 감싸는 메인 플래시로서 발광. 【A】, 

【B】의 SB-R200으로 배경을 비춤과 동시에 

작은 하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색소폰 안

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C】의 SB-R200을 

안에 넣고 【D】의 SB-R200을 안을 향하여 

핸드 헬드로 조광하였으며 【E】의 SB-R200

으로 정면에서 태양광과 같은 빛을 비추고 하

이라이트를 만들어내어 금관악기의 딱딱한 질

감, 아름다운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등 촬영（2등 모두 리모트로서 사용）

파란 장식용 유리에 얇게 새겨진 토끼의 부

조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A】의 SB-R200

은 아래에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유리의 파

란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B】의 SB-R200은 

SB-R200용 배광 어댑터 SW-11을 위쪽에 

장착하고 확산판 SW-12을 사이로 넣어 낮은 

위치에서 발광 시켰습니다. 그 결과 파랗게 

빛나는 밤의 초원을 토끼가 달려 지나가는 것 

같은 환상적인 정경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

다.

4등 촬영（4등 모두 리모트로서 사용）

SB-R200용 배광 어댑터 SW-11을 장착한 

【A】의 SB-R200은 백합의 약 10cm 안쪽

에서 역광 느낌이 나도록 조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SW-11을 장착한 【B】의 

SB-R200은 백합에서 약 15cm 떨어뜨려 

꽃잎과 잎이 들여다 보이도록 조사하고 【C】

의 SB-R200은 약 40cm 위쪽에서 조사

하여 잎에 닿는 빛은 차단하고 꽃잎에만 하

이라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D】의 SB-

R200은 배경으로 둔 초록색의 종이를 직접 

조사하여 가득한 빛 속에서 백합의 화려한 모

양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5등 촬영（5등 모두 리모트로서 사용）

SB-R200용 배광 어댑터 SW-11을 장착한 

【A】의 SB-R200은 꽃잎의 하얀 부분이 들여

다 보이도록 마찬가지로 SW-11을 장착한 【B】

의 SB-R200은 꽃잎의 초록색 부분이 표현되

게 모두 컬러의 측면 약 10cm 거리에서 조사

하며 【C】의 SB-R200은 위쪽 약 40cm에서 

컬러의 중심만을 비추도록 보드에 뚫린 구멍너

머로 조사하였습니다. 【D】의 SB-R200은 통

모양의 검은 종이로 빛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

여 꽃잎의 에지를 두드러지게 하고 또한, 【E】

의 SB-R200을 배경이 하얀 보드에 직접 닿

게 하여 연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컬러의 존재

감을 다이내믹 하게 표현하였습니다.

【A】

【A】

【B】

【B】

【C】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SB-900

【A】

【A】

【B】

【B】

【C】

【C】【D】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A】

【A】

【B】

【B】

【C】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SB-900

【A】

【A】

【B】

【B】

【C】

【C】【D】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A】

【A】

【B】

【B】

【C】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SB-900

【A】

【A】

【B】

【B】

【C】

【C】【D】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A】

【A】

【B】

【B】

【C】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SB-900

【A】

【A】

【B】

【B】

【C】

【C】【D】

【D】

【E】

무선 스피드라이트 커맨더 

SU-800

클로즈업 스피드라이트 사용 예

© Yves Paternoster

© Yves Paternoster

© Yves Paternoster

© Noriyuki Yuasa

※SB-900은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1 발광 간격은 30초(리튬 전지 사용 시 120초)에 1회 발광하였을 때의 완전 발광 상당에서 레디라이트 

  점등까지의 시간입니다.

※2 발광 회수는 30초(리튬 전지 사용 시 120초)에 1회 발광하였을 때의 완전 발광 상당에서 30초 이내에

  레디라이트가 점등하는 회수입니다.

  AF 보조광•Zoom 작동•표시 패널의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전지 초기의 성능입니다. 전지의 같은 상표라도 전지 성능의 변경 등에 따라 데이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전지 개수 최단	발광	간격※1 발광	회수※2/발광	간격※1

알카라인	AA전지

4개 약 1.9초 약 280회 이상 / 1.9~30초

8개 약 1.2초 약 450회 이상 / 1.2~30초

리튬	AA전지

4개 약 2.4초 약 500회 이상 / 2.4~120초

8개 약 1.6초 약 840회 이상 / 1.6~120초

니켈	수소	AA충전지（eneloop）

4개 약 1.2초 약 350회 이상 / 1.2~30초

8개 약 0.8초 약 520회 이상 / 0.8~30초

SB-910•SB-900에 SD-9 사용 시의 최단 발광 간격•발광 회수（20℃）

▒	외부	전원

파워	어시스트	팩	SD-9	

SB-910•900용

SB-910•900 전용의 외부 전원입니다. AA전지 4개 또는,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스피드라이트에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 발광 간격을 단축하고, 더욱 폭넓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	홀더	MS-SD9	

SD-9용(SD-9에 부속)

SD-9

소프트 케이스

SS-SD9（부속）

© Joe McNally

Speedlight Speedlight 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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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라이트 촬영의 폭을 넓혀주는 다양한 액세서리



▒	각종	액세서리

스피드라이트	스탠드	AS-19

（SB-800•600에 부속/ SB-910•900은 사용 불가）

SB-21용	어댑터	링	UR-3

SD-8용	장착	나사,	고무	매트

전원코드	SC-16A（약	1m）	

SD-6•7용

증설	전지	팩	SD-800（SB-800에	부속）	

SB-800용

코일	싱크로	코드	SC-15（약	1m）	

SB-910•900•800•80DX•29S•29•28DX• 

28•27•26•25•24•22S•22•20•17•16•14• 

11•140용

스피드라이트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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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L	조광	코드	SC-28（약	1.5m）

TTL	조광	코드	SC-29（약	1.5m）	

SB-910•900•800•700•600•500•400•300• 

80DX•50DX•30•29S•29•28DX•28•27• 

26•25•24•23•22S•22•21B•20•16B용

대응 스피드라이트를 카메라에서 분리시켜 

TTL 조광을 할 때 사용합니다. SC-28은 

2개의 TTL 증등 터미널을 장비하고 있습니

다. SC-29은 AF 보조광부를 갖추고 있어 

SB-910•900•800•700•600과 조합하

여 SC-29 카메라 접속 유닛에서 AF 보조

광을 발광할 수 있습니다(TTL 증등 터미널

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SC-28으로는 F6의 i-TTL 조광 모드 및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서는 TTL 증등 촬영은 불가능 합니다.

TTL	조광	코드	SC-24（약	1.5m）	

SB-910※•900※•800•700※•600•80DX• 

50DX•30•29S•29•28DX•28•27•26•25•24•23•

22S•22•21B•20•16B용　※ TTL 조광은 불가능 합니다.

대응 스피드라이트를 F5<DW-30, DW-31 

포함>, F4<DW-20, DW-21 포함>와 조

합시켜 TTL 조광 할 때 사용합니다. 2개의 

TTL 증등 터미널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TTL	증등	코드	SC-26（약	1.5m）

TTL	증등	코드	SC-27（약	3m）	

SB-800•80DX•29S•29•28DX•28•26•25•

24•21A•16A•16B•17, SC-17•28, TTL 증등 

어댑터 AS-10용

대응 스피드라이트 및 TTL 증등 어댑터 

AS-10의 TTL 증등 터미널 사이를 연결하

여 복수(5등까지)의 스피드라이트로 TTL 

증등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F6의 i-TTL 조광 모드 및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서는 

TTL 증등 촬영은 불가능 합니다.

TTL	증등	어댑터	AS-10	

SB-910※•900※•800•700※•600•80DX•

50DX•30•29S•29•28DX•28•27•26•25•24•

22S•22•21B•20•16B용 ※ TTL 조광은 불가능 합니다.

대응 스피드라이트의 카메라 장착부에 장착. 

3개의 TTL 증등 터미널이 있어 SC-26•27

을 통하여 TTL 조광 증등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 분배기의 역할을 합니다(바닥면에 삼각

대 소켓 포함).

✽F6의 i-TTL 조광 모드 및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서는 

TTL 증등 촬영은 불가능 합니다. 

브라켓	SK-7	

카메라와 통신 유닛 UT-1,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1, 슬레이브 플래시 컨트롤로 

SU-4 등을 수평으로 나란히 세팅할 수 

있는 브라켓입니다.

TTL	건	커플러	AS-17	

F3 시리즈용 

사용할 수 있는 스피드라이트：

SB-910※•900※•800•700※•600•80DX•

50DX•30•29S•29•28DX•28•27•26•25•

24•23•22S•22•21B•20•18•16B•15

※ TTL 조광은 불가능 합니다.

핫 슈 타입의 스피드라이트를 F3 시리즈에 

장착하여 TTL 조광을 가능하게 하는 어

댑터입니다. 싱크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AS-17의 핫슈 대가 

회전하므로 발광부가 고정된 스피드라이트

(SB-23 등) 사용 시에도 세로위치에서 

바운스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핫	슈	어댑터	AS-15	

D7100 등 싱크로 터미널이 없는 카메라의 

핫 슈에 장착하면 일반 그립 타입 플래시나 

스튜디오용 플래시를 싱크로 코드에 접속하

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크로	코드	SC-11（약	0.3m）	

SB-910•900•800•80DX•29S•29•28DX• 

28•27•26•25•24•22S•22•20•17•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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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Speedlight Accessories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최신 정보, 상세한 사항 등에 관하여서는 http://www.nikon-image. com/support/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정지화상, 동영상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사용하기 감편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올 인원 

패키지의 화상 열람/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열람 기능은 물론 RAW(NEF/NRW) 화

상의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나 노출 보정, RAW, TIFF, JPEG 화상의 사이즈 변경, 

밝기 조정, 크롭이나 경사 보정 등의 편집 기능을 탑재. 니콘의 사진 저장•공유 서

비스 「NIKON IMAGE SPACE」와도 더욱 자연스럽게 연계합니다. 또, 촬영한 화상

이나 동영상을 PC에 전송하는 「Nikon Transfer 2」나 동영상의 트리밍 등을 할 수 

있는 동영상 편집 기능 「Nikon Movie Editor」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ViewNX 2는 카메라에 부속된 C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니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화상	열람/편집	소프트웨어	ViewNX	2

매우 풍부한 정보를 가진 니콘의 RAW 화상. 그 데이터를 남김없이 활용할 수 있는 

RAW(NEF/NRW) 화상의 현상 기능을 추구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노출 보정, 화이트 

밸런스, 톤의 조정과 함께 Picture Control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Capture NX-D에서는 D810보다 전의 카메라로 촬영한 RAW(NEF만) 

화상에도 [플랫]이나 [명료도]의 적용이 가능. 각 파라미터도 0.25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에 관계 없이 세세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JPEG, 

TIFF 화상에 대하여서도 조정 가능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고속 조정, 필터 효과는 제외.

●Capture NX-D는 니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RAW(NEF/NRW)	화상	현상	소프트웨어	Capture	NX-D

자신이 원하는 Picture Control(사용자 설정 Picture Control)을 작성할 수 있는 

Picture Control Utility 2는 단독으로 기동할 수 있고※1, 카메라와 같은 파라미터 

조정에다가 사용자 설정 톤 커버를 사용한 조정도 가능. 미묘한 조정 상태를 실시간으

로 반영되는 프리뷰 화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사이즈를 확장하면 프리뷰 

화상도 크게 표시됩니다. 또, Picture Control의 설정 변경 기점으로 하기 위하여 

프리뷰 화상의 노출, 화이트 밸런스의 조정이 가능※2. 작성한 사용자 설정 Picture 

Control은 동일 PC 내의 ViewNX 2, Capture NX-D의 Picture Control 

List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임의의 RAW(NEF) 화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메

모리 카드를 통하여 카메라에 입력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Capture NX-D」, 「ViewNX 2」에서의 기동도 가능합니다. 　※2 노출, 화이트 밸런스 조정은 커스텀 Picture Control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Picture Control Utility 2는 카메라에 부속된 CD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니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설정	Picture	Control	관리	소프트웨어	Picture	Control	Uti l i ty	2

Camera	Control	Pro	2	

Camera Control Pro 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
（Camera Control Pro 의 프로덕트 키를 가진 분을 
위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스튜디오나 필드에서의 원격 촬영의 생산성을 높이는 리모트 컨트롤 소프트웨어입

니다. 오토 포커스, 셔터 스피드, 조리개, 화이트 밸런스 미세 조정, 라이브 뷰 촬

영, 동영상 촬영 등 니콘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의 거의 모든 기능을 USB 

접속한 PC에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별매의 무선 트랜스미터를 사용

하면 유선/무선 LAN을 통하여 리모트 촬영, PC로의 화상 전송이 가능하며, 

ViewNX 2와 연계하여 촬영 화상 전송, 저장, 열람 등의 일련의 작업도 원활

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촬영 중인 화상을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는 

PC로 클라이언트의 체크를 받을 수 있고 결혼식장에서 촬영한 화상을 어시스턴트

가 신속하게 편집하여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도 용이합니다.

▒	리모트	컨트롤	소프트웨어	Camera Control Pro 2

무상	제공	소프트웨어



▒	배터리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4a 

D3시리즈•D2시리즈용
（MB-D10, MB-40대응）

D3시리즈, D2시리즈 및 

MB-D10, MB-40용 충전

지 팩으로 메모리 효과가 없

고 보충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식	배터리

EN-4	

D1시리즈용

D1시리즈용 니켈 수소 충전

지 팩입니다. 1회 충전으로 

약 1000컷 촬영할 수 있습

니다.

•EN-4용 급속 충전기 MH-15•16•
17은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3e 

D700•D300시리즈•D200• 
D100•D90•D80•D70시리
즈•D50•WT-4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9a	

D5000•D3000•D60•
D40시리즈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4a	

Df•D5300•D5200•D5100• 
D3300•D3200•D3100• 
COOLPIX P7800•P7700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D810•D800시리즈•D750• 
D610•D600•D7100•D7000• 
Nikon 1 V1•UT-1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8a

D4시리즈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8

D4시리즈용

　

고속	충전기		

MH-22（전원 코드 포함）

EN-EL4a•EN-EL4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

EL4a/EN-EL4전용 충전기

입니다. 배터리 2개를 동시에 

장착 가능. 잔량이 없는 상태

에서 EN-EL4a를 약 145분, 

EN-EL4을 약 100분에 충

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		

MH-21（전원 코드 포함）

EN-EL4a•EN-EL4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

EL4a/EN-EL4전용 충전기

입니다. 잔량이 없는 상태에

서 EN-EL4a을 약 145분, 

EN-EL4을 약 100분에 완

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		

MH-18a（전원 코드 포함）

EN-EL3e용

EN-EL3e를 약 135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기		

MH-23（전원 코드 포함）	

EN-EL9a•9용

EN-EL9a를 약 100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MH-24（전원 플러그 타입）	

EN-EL14a•EN-EL14용

EN-EL14a를 약 110분, 

EN-EL14를 약 90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MH-25a（전원 코드 포함）

EN-EL15용

EN-EL15를 약 155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	EH-6b

대응 카메라는 아래 표 참조

가정용 100V AC 전원으로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있습

니다. EH-6b와 D4시리즈

를 접속하려면 파워 커넥터 

EP-6이 필요합니다.

AC	어댑터	EH-5b

	

대응 카메라는 아래 표 참조

가정용 100V AC 전원으로 

카메라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

다. EH-5b와 카메라를 접속 

하기 위하여서는 파워 커넥터 

EP-5, EP-5A, EP-5B가 

필요합니다.

MH-26a	어댑터	키트	MH-26aAK	
（배터리 충전기 MH-26a×1개와 MH-26a 어댑터 BT-A10×1개 세트）

EN-EL18a•EN-EL18•EN-EL4a［BT-A10병용］•
EN-EL4［BT-A10병용］용

배터리 충전기 MH-26a는 EN-EL18a/EN-EL18을 2

개 장착 가능. EN-EL18a는 1개당 약 155분, EN-

EL18은 1개당 약 140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BT-A10

을 겸용한 경우, EN-EL4a/EN-EL4도 충전 가능. EN-

EL4a는 1개당 약 175분, EN-EL4는 1개당 약 135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충전기 AC	어댑터	

EN-EL4a EN-4 EN-EL3e EN-EL9a EN-EL14a EN-EL15 EN-EL18a EN-EL18 MH-18a MH-21 MH-22 MH-23 MH-24 MH-25a MH-25 MH-26a EH-5b EH-6b

D4시리즈 ― ― ― ― ― ―   ― ― ― ― ― ― ―  ― ※7

D3시리즈/D2시리즈  ― ― ― ― ― ― ― ―   ― ― ― ― ※3 ― 

D1시리즈 ―  ― ― ― ― ― ― ― ― ― ― ― ― ― ― ― ―

D700/D300시리즈/D100/D90/
D80/D70시리즈/D50

― ―  ― ― ― ― ―  ― ― ― ― ― ― ―  ―

D810/D800시리즈/D750/D610/D600/
D7100/D7000/Nikon1 V1/UT-1

― ― ― ― ―  ― ― ― ― ― ― ―   ― ※4 ―

D200/WT-4 ― ―  ― ― ― ― ―  ― ― ― ― ― ― ― ― 

Df/D5300/D5200/D5100/D3300/D3200/
D3100/COOLPIX P7800/P7700

― ― ― ― ※2 ― ― ― ― ― ― ―  ― ― ― ※5 ―

COOLPIX P7100/P7000 ― ― ― ― ― ― ― ― ― ― ― ―  ― ― ― ※5 ―

D5000/D3000/D60/
D40시리즈

― ― ― ※1 ― ― ― ― ― ― ―  ― ― ― ― ※6 ―

※1 EN-EL9a를 D40시리즈에서 사용할 경우, 카메라의 펌 웨어를 D40X는 「A:Ver. 1.01」 이상, D40은 「A:Ver. 1.12」 이상으로 버전 업 하여 주십시오.　※2 EN-EL14a를 D5200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카메라의 펌 웨어를 「C:Ver. 1.01」이상, 

D3200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C:Ver. 1.02」이상, D5100, D3100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A:Ver. 1.02, B:1.01」이상으로, COOLPIX P7700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C：Ver.1.3」이상으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3 MH-26a 

어댑터 BT-A10 병용　※4 파워 커넥터 EP-5B 병용　※5 파워 커넥터 EP-5A 병용　※6 파워 커넥터 EP-5 병용　※7 파워 커넥터 EP-6 병용

최신 펌 웨어는 오른쪽에 기재한 URL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www.nikon-image.co.kr

배터리•충전기•AC	어댑터와	카메라의	조합표

Battery/Battery pack
카메라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내는 전용 전원 공급 액세서리

NEW

MH-26a	어댑터	

BT-A10

MH-26a용

배터리 충전기 MH-26a에 

EN-EL4a/EN-EL4를 

장착하여 충전하기 위한 

어댑터 입니다. 

배터리	충전기	

MH-25（전원 플러그• 전원 코드 포함）

EN-EL15용

EN-EL15를 약 155분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파워 커넥터 EP-5

파워 커넥터 EP-5A

파워 커넥터 EP-5B
파워 커넥터 EP-6

배터리 / 배터리 팩

26 27

▒	배터리	팩

AA	홀더	MS-D12

MB-D12용（MB-D12에 부속）

AA	홀더	MS-D11

MB-D11용（MB-D11에 부속）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2

D810•D800시리즈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을 1

개 또는 Li-ion 충전식 배터리 EN-

EL18a/EN-EL18(별매의 배터리실 커

버 BL-5을 겸용), 또는 AA전지(알칼

리 전지, 니켈 수소 충전지, 리튬 전지) 

8개를 배터리로 사용 가능. 또한, AC

어댑터 EH-5b와 파워 커넥터 EP-5B

를 사용하면 장시간의 촬영도 안심하고 

전원을 제공합니다. 세로 구도 촬영에 

편리한 셔터 버튼, AF 작동 버튼, 멀티 

셀렉터, 메인 커맨드 다이얼, 서브 커맨

드 다이얼도 장비. D810•D800시리

즈와 동일한 실링을 갖춘 마그네슘 합

금 바디로 높은 방진•방수 기능을 발

휘합니다.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6

D750용

2종류의 전지(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1개, AA전지 [알카라인 

전지, 리튬 전지, 니켈 수소 충전지]×

6개) 및 AC 어댑터 EH-5b(파워 커넥

터 EP-5B 병용, 모두 별매)에 대응. 

세로 구도 촬영에 편리한 셔터 버튼, 셔

터 버튼 고정 레버, AE•AF 고정 버튼, 

멀티 셀렉터, 메인 커맨드 다이얼, 서브 

커맨드 다이얼을 장비. 외관 커버는 마

그네슘 합금을 채용하였으며, 효과적인 

실링으로 D750과 동등한 높은 방진•

방적 성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4

D610•D600용

2종류의 전지(Li-ion 충전식 배터

리 EN-EL15X1개, AA전지X6개) 및 

AC어댑터 EH-5b(파워 커넥터 EP-

5B 겸용)에 대응. D610•D600본체

와 MB-D14의 양쪽에 EN-EL15 각 

1개를 장착할 경우, D610, D600 단

독일 때의 약 2배의 정지화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D610•D600 본체

의 배터리에서 MB-D14내의 배터리로

의 급전 변환이 끊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외관 커버는 마그네슘 합금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5

D7100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X1개, 

또는 AA전지(알칼리/리튬/니켈 수

소)X6개, AC어댑터 EH-5b(파워 커

넥터 EP-5B병용)가 사용 가능합니

다. D7100 본체와 MB-D15 각각에 

완전 충전한 EN-EL15를 장착하면 약 

190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세로 구도 촬영용의 AE/AF 고정버튼, 

메인 커맨드 다이얼, 서브 커맨드 다이

얼, 셔터 버튼, 멀티 셀렉터 등을 장비. 

D7100과 동일한 실링을 갖춘 마그네

슘 합금 바디로 높은 방진•방수 기능

을 발휘합니다.   

※CIPA 규격 준거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1

D7000용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을 1

개 또는, AA전지(알카라인 전지, 니

켈 수소충전지, 리튬 전지) 6개를 배터

리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 AC 어댑

터 EH-5b와 파워 커넥터 EP-5B를 

사용하면 장시간 촬영에도 안정되어 전

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로위치 촬

영에 편리한 세로위치 셔터 버튼•멀티 

셀렉터•메인 커맨드 다이얼•서브 커

맨드 다이얼•AE/AF 고정 버튼도 구

비하고 있습니다.

EN-EL15	홀더	MS-D12EN

MB-D12용（MB-D12에 부속）

EN-EL15	홀더	MS-D11EN

MB-D11용（MB-D11에 부속）

EN-EL15	홀더	MS-D14EN

MB-D16, MB-D15, MB-D14용（MB-D16, MB-D15, MB-D14에 부속）

AA	홀더	MS-D14

MB-D16, MB-D15, MB-D14용（MB-D16, MB-D15, MB-D14에 부속）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40

F6용

AA	홀더	MS-40

MB-40용（MB-40에 부속）

배터리	커버	BL-6

D4시리즈용（D4시리즈에 부속）

EN-EL3e	홀더	MS-D10EN

MB-D10용（MB-D10에 부속）

AA	홀더	MS-D10

MB-D10용（MB-D10에 부속）

AA	홀더	MS-D200

MB-D200/MB-D80용 
（MB-D200/MB-D80에 부속）

AA	홀더	MS-12

F100용（F100에 부속）

3V	리튬	전지	홀더	MS-41

F6용（F6에 부속）

배터리	커버	BL-5

MB-D12에 EN-EL18a/EN-EL18를 
사용할 때 필요

카메라 멀티	파워	배터리	팩	 배터리 필요한	액세서리

D810•D800시리즈 MB-D12

AA 전지 MS-D12（부속）

EN-EL15 MS-D12EN（부속）

EN-EL18a/EN-EL18 BL-5

D750 MB-D16
AA 전지 MS-D14（부속）

EN-EL15 MS-D14EN（부속）

D610•D600 MB-D14
AA 전지 MS-D14（부속）

EN-EL15 MS-D14EN（부속）

D7100 MB-D15
AA 전지 MS-D14（부속）

EN-EL15 MS-D14EN（부속）

D7000 MB-D11
AA 전지 MS-D11（부속）

EN-EL15 MS-D11EN（부속）

F6 MB-40
AA 전지 MS-40（부속）

EN-EL4a/4 BL-3※
※BL-3은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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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로 카메라를 무선 제어하는 고도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Wireless Remote Controller

•WR-1을  

 장착한 카메라

•WR-1을  

 장착한 카메라

•WR-R10+WR-A10을

  장착한 10핀 터미널을 

  장비한 카메라

•WR-R10+WR-A10을

  장착한 10핀 터미널을

  장비한 카메라

•WR-R10을 

 장착한 카메라

•WR-R10을 

 장착한 카메라

통신 거리(전망)：약 120m※１

통신 거리(전망)：약 20m※１

WR-1（송신기）※2 리모트 카메라(수신기)※3

리모트 카메라(수신기)※4마스터 카메라（송신기）

마스터 카메라（송신기）

카메라+WR-1

•WR-1장착한 10핀

  터미널을 장비한 카메라※２

카메라+WR-R10+WR-A10

•WR-R10+WR-A10을 장착한 

  10핀 터미널을 장비한 카메라※3

WR-T10（송신기）

통신 거리(전망)：약 120m※１

통신	거리(전망)：약	50m※１

동시	릴리즈

동시	릴리즈로	복수의	카메라	셔터를	동시에	작동	

수신기를 복수의 카메라에 장착하여 송신기의 셔터 버튼을 눌러 

수신기를 장착한 복수의 카메라 셔터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

습니다. 경계심이 강한 야생 동물의 생태 관측 등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하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WR-1의 그룹 설정에 의하여 각 그룹별로 셔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１ 지상 높이 약 1.2m일 경우. 통신 거리는 차폐물이나 날씨, 전파 등에 따라 짧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2 최대 20대까지 접속 가능(송신기는 최대 3대 접속 가능).　※3 최대 64대까지 접속 가능.　※4 카메라나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기종이 달라도 제어 가능합니다.

※１ 지상 높이 약 1.2m일 경우. 통신 거리는 차폐물이나 날씨 등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2 최대 20대까지 접속 가능(송신기는 최대 3대 접속 가능).　※3 카메라나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기종이 달라도 제어 가능합니다.

10핀 터미널 또는 액세서리 터미널을 장비한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1. WR-1, 또는 WR-1을 장착한 마스터 카메라에서 WR-1※2이나 

WR-R10※2을 장착한 카메라의 릴리즈 조작(촬영)이 가능한 고기능 리모컨입니다. 전파 사용으로 지향성이 넓어 WR-1끼리의 통신 거리는 최대 120m※3가 

됩니다. WR-1(송신) 조작으로 복수의 카메라 「동시 릴리즈」 및 WR-1 장착 카메라를 마스터 카메라로 한 「연동 릴리즈」※4, 복수의 카메라를 그룹 나누어 진

행하는 「그룹별 원격 조작」, 「인터벌 타이머 촬영」 등 다채로운 리모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WR-R10/WR-T10※2과 조합시킨 리모트 촬영도 가능합

니다. WR-1을 송신기, WR-1 또는 WR-R10※5을 수신기로 하여 D4S, D4※6, Df, D810, D800 시리즈※6, D750 또는 D7100에 장착하였을 경우 송신기

로 사용하는 WR-1의 표시 패널로 리모트 카메라의 설정을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지화상 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7.

※1 WR-1 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사용하는 모든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WR-1, WR-R10, WR-T10)에서 같은 채널로의 설정과 페어링이 필요합니다. 페어링 가능한 대수: WR-1 최대 20대, WR-R10 최대 64대.

※3 지상 높이 약 1.2m일 경우. 통신 거리는 차폐물이나 날씨 등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4 「연동 릴리즈」에서 마스터 카메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핀 터미널 장비 카메라뿐입니다. 액세서리 터미널의 카메라는 마스터 카메라로는 되지 않습니다.

※5 WR-R10의 펌웨어를 「Ver.2.00」 이상으로 업데이트한 후 사용하여 주십시오.

※6 카메라의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합니다.

※7 D4시리즈, D810, D800시리즈, D750, D610, D600, D7100, D5300, D5200, D3300, COOLPIX A, P7700에서 조작 가능.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1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 
D800시리즈•D750•D700•D610•D600• 
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 
D5300•D5200•D5100•D5000•D3300• 
D3200•D3100•F6•F5•F100• 
COOLPIX A•P7700용

액세서리	터미널용	케이블　MC-38

WR-1용(WR-1에 부속)

10핀	터미널용	케이블　MC-37

WR-1용(WR-1에 부속)

▒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28 29

카메라 장착 시

전파를 사용하는 리모컨이기 때문에 송수신간에 나무 등이 있어도 리모컨 촬영이 가능. 반 누름에 의한 오토 포커스나 연속 촬영을 비롯하여 카메라측

의 동영상 촬영이나 정음 촬영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R-T10과 WR-R10을 장착한 카메라의 1대 1 리모컨 조작은 물론 

WR-R10을 복수의 카메라에 장착하여 멀티로 컨트롤하는 것도 가능하며 WR-R10을 10핀 터미널 탑재 카메라에 장착하여 복수의 카메라 셔터를 터

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10핀 터미널을 탑재한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에는 WR용 변환 어댑터 WR-A10이 필요합니다.

※ 동영상 촬영은 D4시리즈, D810, D800시리즈, D750, D610, D600, D7100, D5300, D5200, D3300, COOLPIX A, P7700에서 조작 가능.

카메라 장착 시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R10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T10 WR용	변환	어댑터	WR-A10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세트	WR-10

(WR-R10, WR-T10, WR-A10의 세트)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f•D810※• 
D800시리즈※•D750•D700※•D610•D600• 
D300시리즈※•D200※•D7100•D7000•D90• 

D5300•D5200•D5100•D5000•D3300• 
D3200•D3100•F6※•F5※•F100※• 
COOLPIX A•P7800•P7700용

※WR용 변환 어댑터 WR-A10을 병용한다.

【WR-1•WR-R10•WR-T10•WR-A10	사용상의	주의】
●WR-R10은 카메라에 따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장착하면 카메라나 액세서리의 파손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WR-1•WR-R10•WR-T10•WR-A10은 미국 수출 규제(EAR)를 포함하는 미국법의 대상이며, 미국 정부 지정의 수출 규제국(쿠바, 이란, 북한, 수단, 시리아)로의 수출이나 반출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또한, 수출 규제국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상무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연동	릴리즈

마스터	카메라와	리모트	카메라의	셔터	작동	연동	가능  

1대의 10핀 터미널을 장비한 카메라에 장착한 WR-1, 

WR-R10은 송신기로서 이용할 수 있고 그 카메라는 마스터 카

메라로서 동작합니다. 마스터 카메라의 셔터 버튼 전체 누름에 

연동시켜 리모트 카메라 셔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스포츠

나 라이브 등 촬영자가 직접 피사체를 추적하면서 결정적인 순

간을 다른 앵글에서 촬영하고 싶을 때 편리합니다.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GPS/Remote Control
GPS 데이터 취득. 원격 조작으로 촬영

GPS/리모트 코드, 리모컨

▒	리모트	코드•리모컨	 	
	 (10핀	터미널용)

무선	컨트롤	세트	ML-3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1시리즈•D810•D800시리즈• 

D700•D300시리즈•D200•D100［MB-D100 병용］•F6• F5• 

F100•F90X• F90, 및 변환 코드 MC-26용

카메라의 10핀 터미널에 접속하여 무선으로 카메라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2채널을 갖추고 있으며, 3초 후에 릴리즈 가능한 딜레이 

모드 등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또, 송수신기 사이를 물체가 가로지르면 셔터가 작동하는 오토 트리

거 모드도 갖추고 있습니다.

별매품：수신기용 브라켓

리모트	코드	MC-DC2（약	1m）

Df•D750•D610•D600•D7100•D7000• 

D90•D5300•D5200•D5100•D5000• 

D3300•D3200•D3100•COOLPIX A• 

P7800• P7700•GP-1A•GP-1용

리모트	코드	MC-DC1（약	1m）

D80•D70S용

리모컨	ML-L3

D750•D610•D600•D7100•D7000•D90•D80•D70시리즈•

D5300•D5200•D5100•D5000•D3300•D3200•D3000•

D60•D50•D40시리즈•U2•U•Nikon 1 V3•V2•V1•J2•J1•

COOLPIX A•P7800•P7700•P7100•P7000•P6000용

송신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셔터가 작동하

는 「순시 리모컨 모드」와 2초 후에 셔터가 

작동하는 「2초 리모컨 모드」를 갖추고 있습

니다. 카메라에서 약 5m 이내로 사용 가능

합니다. 바디 뒤쪽에도 리모컨 수광부를 갖

추고 있으며 클로즈업 촬영 시의 흔들림 방

지에도 탁월합니다.

▒	리모트	코드	•리모컨 ▒	케이블	릴리즈

클로즈업 촬영 등에서 손떨림, 카메라 떨림을 피하고 싶을 경우나 카메라에서 멀리 떨어져 

셔터 버튼을 조작하고 싶을 경우에 편리합니다. 장시간 노출(밸브) 촬영이나 연속 촬영시에 

셔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고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MC-DC2은 GPS 유닛 GP-1A, 

GP-1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릴리즈	AR-3(약	0.3m)

Df•D100•F4•F3•FM3A•F3AF•NewFM2•  

FE10•FM10•F80•프로네아 600i•F-601•F-601M•FA• 

FE2•FE•FM2•FG•EM•F60D •FG-20•FM•F4E•F4S용

Df•FM10 등의 셔터 버튼에 나사 한정이 있는 기종에 대응

하는 케이블 릴리즈. 밸브 촬영에 편리한 홀드 기능 포함.

무선 트랜스미터

▒	무선	트랜스미터 ▒	통신	유닛

통신	유닛	UT-1

D4시리즈•D810•D800시리즈•D750•D7100※1• 
D7000용

카메라의 액세서리 슈에 장착한 USB 케이블로 카메라와 

접속하여 Ethernet(유선 LAN)으로 컴퓨터나 FTP 서버

에 화상을 보내거나 컴퓨터에서 카메라의 원격 조작(별매

의 소프트 웨어 필요※2)이 가능합니다. 또한 UT-1에 무

선 트랜스 미터 WT-5를 장착함으로써 무선 LAN※3※4에

서도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UT-1의 펌웨어를 「Ver.1.1」이상으로 업데이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Camera Control Pro2
※3 IEEE802.11a/b/g/n 규격에 준거
※4 D4시리즈와 WT-5의 조합으로 이용할 수 있는 「HTTP 서버 모드」및
 「연동 릴리즈 모드」에 대해서는 UT-1과 WT-5의 조합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	거리	연장	안테나	WA-E1

WT-3•WT-2용

무선 LAN(IEEE802.1lb/g 

규격)의 통신 거리를 WT-2

은 최장 약 150m※, WT-3

은 최장 약 280m※까지 가

능하게 합니다.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에 대형 

안테나를 장비하고 있을 경우. 또, 통

신 거리는 차폐물이나 날씨등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주）WT-4와 접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접속•장착하여 무선 LAN※1에 의한 PC나 FTP 서버로 화상 데이터를 고속 전송 할 수 있습니다. 또, PC에

서 카메라의 조작(별매 소프트웨어가 필요※2)도 가능합니다. WT-5는 D4시리즈의 「HTTP 서버 모드」, 「연동 릴리즈 

모드」에 대응. 「HTTP 서버 모드」에서는 PC나 iPhone의 Web 브라우저에서 메모리 카드에 기록한 정시화상의 관람

이나 리모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동 릴리즈 모드」에서는 마스터 카메라(D4시리즈)의 릴리즈에 연동하여 10개까

지 D4시리즈(각각 WT-5를 장착)를 릴리즈 시킬수 있습니다. WT-4은 「썸네일 셀렉트 모드」를 탑재하고 있어 카메라

(최대 5대)의 촬영 화상 썸네일을 PC로 송신합니다. PC에 표시하여 필요한 화상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WT-5•WT-4은 무선 LAN 접속 시의 「통신 모드」가 있습니다. 통신 모드에서는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를 경유하

여 PC•FTP 서버와 통신하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와 무선 LAN 어댑터를 내장 또는, 장착한 PC나 FTP 서버와 직

접 통신하는 「애드 혹 모드」가 있습니다. 필드에서 촬영한 화상을 기자석의 PC로 전송, 스튜디오 촬영 때의 평가•저장

용 PC에 전송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촬영 워크 플로우를 실현합니다.

※1 WT-5는 IEEE802.1 1a/b/g/n 규격에 준거. WT-4는 IEEE802.1 1a/b/g 규격에 준거.

※2 WT-5•WT-4에는 Camera Control Pro 2. 

【UT-1•WT-5•WT-4	사용상의	주의】

 사용할 때는 무선 LAN, FTP 서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및 환경이 필요합니다. 무선 LAN, FTP 서버 등의 동작 환경 및 설정 방법에 대하여서는 각 업체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WT-5•WT-4의 무선 기능은 구입 국가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UT-1•WT-5•WT-4는 미국 수출 규제(EAR)의 대상으로 미국 지정 테러 지원국(쿠바, 이란, 북한, 수탄, 시리아)로의 수출이나 반입은 미국 상무국, 재무성 등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출규제 국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미국 상무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	니콘	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http://www.nikon-image.co.kr

Wireless Transmission Accessory
무선 데이터 전송, 화상 공유, 새로운 즐거움

30 31

전원으로 별매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3e 또는, AC 

어댑터 EH-6a•EH-6이 필

요합니다 .(EH-6a•EH-6는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전원에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또는, 

AC 어댑터 EH-5a(파

워 커넥터 EP-5B 병용) 

또는 AC어댑터 EH-

5b(파워 커넥터 EP-5B

병용 )이 필요합니다 . 

(EH-5a는 판매가 종료

되었습니다.)

무선	트랜스미터	WT-5

D4시리즈용(D810•D800시리즈•D750•D7100•D7000은  
통신 장치 UT-1에 WT-5를 장착하는 것으로, UT-1의 통신   
기능을 무선 LAN에서 사용 가능)

무선	트랜스미터	WT-4

D4시리즈•D3시리즈•D800시리즈•D700•D300시리즈• 
D7000용

▒	GPS	액세서리

GPS	유닛	GP-1A

D4시리즈•D3시리즈•D2XS•D2X•D2HS• 

Df•D810•D800시리즈•D750•D700• 

D610•D600•D300시리즈•D200•

D7100•D7000•D90•D5300•D5200• 

D5100•D5000•D3300•D3200•D3100• 

COOLPIX A•P7800•P7700용

10핀 터미널 또는, 액세서리 터미널에 부

속 케이블로 접속, 화상 데이터에 촬영 시

의 위도, 경도, 표고, UTC(협정 세계시) 

기록 가능. 또, MC-DC2(별매)를 접속하

여 리모트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10핀	터미널용	케이블	

GP1-CA10A

GP-1A, GP-1용（GP-1A에 부속）

10핀	터미널용	케이블	GP1-CA10

GP-1A, GP-1용（GP-1에 부속）

액세서리	터미널용	케이블	

GP1-CA90

GP-1A, GP-1용（GP-1A, GP-1에 부속）

스트랩	어댑터	GP1-CL1

GP-1A, GP-1용（GP-1A, GP-1에 부속）

GPS	변환	코드	MC-35（약	0.35m）	

D4시리즈•D3시리즈•D2XS•D2X•D2HS• 

D810•D800시리즈•D700•D300시리즈• 

D200용

인터페이스 규격 NMEA0183(Ver.2.01 

및 Ver.3.01)에 준거. MC-35을 통하

여 D-sub 9핀 케이블에 대응한 판매중

인 GPS 기기※에 접속한 후 촬영 시의 위

도, 경도, 표고, 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협정 세계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규격 NMEA0183(Ver.2.01 및 Ver.3.01)

에 준거한 GARMIN사제품: [eTrex] 시리즈(생산 종

료)•[geko] 시리즈(생산 종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 인터페이스 기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WT-5	장착시카메라	장착시

카메라	장착	시(무선	모바일	

어댑터	WU-1b)

※화면은	Android™	OS	버전	

입니다.

▒	스마트	커넥터

스마트	커넥터	WU-1a

Df•D7100•D5200•D3300•D3200•Nikon 1 S2•COOLPIX A• 
P7800•P520•P330용

스마트	커넥터	WU-1b

D610•D600용•Nikon 1 V2•J3•S1•AW1※1용

Wi-Fi 통신 기능을 내장한 스마트 폰이나 타블렛 단말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카메라에서 촬영한 화상의 무선 전송이 가능※2 합니다. 

니콘의 화상 공유•저장 서비스 「NIKON IMAGE SPACE」나, SNS, 메일 첨부 등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떨어진 장소에

서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는 리모트 촬영 기능도 탑재. 스마트 디바이스가 라이브뷰 화면으로 사용, 자유로운 앵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iOS 및 AndroidTM OS의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응합니다.

※1 Nikon 1 AW1에 장착할 경우, 방수 및 내충격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미리 스마트 디바이스에 Wireless Mobile Utility(각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를 설치 할 필요가 있습니다.

 Google 및 AndroidTM 는 Google Inc.의 상품 또는 등록 상표 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카메라를 리모트 조작할 수 있다.

Wi-Fi 통신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단말기 등에서 카메라의 리모트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라이브 뷰 화면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앵글에서의 촬영이나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한 화상을 그 자리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공유할 수 있다.

카메라로 촬영한 화상 무선 전송이 가능합니다. 촬영한 그 자리에서 스마트 폰

이나 태블릿 단말기 등에 화상을 읽어 들일 수 있으므로 친한 친구나 가족과 즉

시 공유 가능. 니콘의 화상 공유•저장 서비스 「NIKON IMAGE SPACE」나 

SNS, 메일 첨부 등을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리모트	코드	

MC-36A※（약	0.85m）		

설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하는 

인터벌 타이머의 설정이나 장시

간 노출이 가능합니다. 표시 패

널은 조명 포함. 장시간 노출(밸

브) 촬영용에 셔터 버튼 고정이

나 릴리즈 중 1초마다 전자음으

로 알리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

니다.

리모트	코드	

MC-30A※（약	0.8m）

카메라의 반누름, 릴리즈의 원격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코드	

MC-21A※(약	3m)	

MC-20•22•22A•23•23A• 

25•25A•30•30A•36•36A, 

ML-3을 연장할 때 사용합니다.

리모트	코드	

MC-22A※(약	1m)	

카메라에 접속하여 코드 끝의 단

자를 접속시킴으로써 반누름, 릴

리즈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접속	코드	

MC-23A※(약	0.4m)

카메라를 2대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변환	코드	

MC-25A※（약	0.2m）

2핀 터미널용의 리모트 코드 

MC-12B•4A, 루미 컨트롤 세

트 ML-2 등을 10핀 터미널을 

장비하고 있는 카메라와 접속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1시리즈•D810•D800시리즈•D700•D300시리즈•D200•D100［MB-D100 병용］•F6※•F5, F100※•F90X※•F90※용

※ F6•F100•F90X•F90에 MC-36A•MC-30A•MC-21A•MC-22A•MC-23A•MC-25A를 장착하여 싱크로 터미널을 사용할 경우 , 별매의 핫 슈 어댑터 AS-15 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C-36A•MC-30A•MC-21A•MC-22A•MC-23A•MC-25A는 10 핀 플러그 연결 나사를 크게하고 장착 지표를 흰색으로 착색하여 조작성을 향상 , 유연성이 우수한 코드를 사용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리모트 조작

화상 읽기

                   ,
SNS, e-mail, etc.

カメラのUSB端子へ接続



접안	보조	렌즈	

FM3A•NewFM2•FA•FE2 
 

9종류

（-5•-4•-3•-2•0•＋0.5•＋1•＋2•＋3m-1）

접안	보조	렌즈	

F100•F90X•F90•F-801S•F-801용  
 

9종류

（-5•-4•-3•-2•0•＋0.5•＋1•＋2•＋3m-1）

접안	보조	렌즈	DK-20C※

D750•D610•D600•D300시리즈•D200•D100• 
D7100•D7000•D90•D80•D70시리즈•D5300•
D5200•D5100•D5000•D3300•D3200•D3100•D3000•
D60•D50•D40시리즈•F80•U2•U•US•F70D•
F60D•F50D•프로네아600i•프로네아S•FE10• 
FM10용

9종류

（-5•-4•-3•-2•0•＋0.5•＋1•＋2•＋3m-1）

접안	보조	렌즈	DK-17C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1시리즈•  
Df•D810•D800시리즈•D700•F6•F5•F4• 
F3HP•F3T용, 탈락 방지 기능에 대응 

5종류（-3•-2•0•＋1•＋2m-1）

아이피스	어댑터	

DK-18※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 
D1시리즈•Df•D810•D800시리즈• 
D700•F6•F5•F4•F3HP•F3T• 
F100•F90X•F90•F-801S용
 
매그니파이어 DG-2를 해당 카

메라의 접안부에 장착할 때 사용

합니다.

※DK-18은 변배 앵글 파인더 DR-5에 

 부속된 어댑터 링과 동일 제품입니다.

아이피스	어댑터	

DK-22	

D750•D610•D600•D300시리즈• 
D200•D100•D7100•D7000•D90• 
D80•D70시리즈•D5300•D5200• 
D5100•D3300•D3200•D3100•
D3000•D60•D50•D40시리즈•
F80•U2•U•US•F70D•F60D• 
F50D•프로네아600i•프로네아S•
FE10•FM10용

매그니파이어 DG-2를 해당 카

메라의 접안부에 장착할 때 사용

합니다.

안티포그파인더	아이피스	

DK-15	

F100•F90X•F90•F-801S• 
F-801용

안티포그파인더	아이피스	

DK-17A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 
D1시리즈•Df•D810•D800시리즈• 
D700•F6•F5•F4•F3HP• 
F3T용, 탈락 방지 기능에 대응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17M※1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 
D1시리즈•Df•D810•D800시리즈• 
D700•F6•F5•F4용, 탈락 방지 
기능에 대응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21M※2

D750•D610•D600•D300시리즈• 
D200•D100•D7100•D7000• 
D90•D80•F80•F60D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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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고품질의 다양하고 편안한 접안 실현

표면에 특수 가공처리를 한 아이피스로 파인더의 흐림 발생을 방지. 

특히 기온이 낮은 장소나 고온 다습한 장소에서의 촬영에 효과적입니

다.

※1 D2시리즈에서는 파인더 내 표시의 일부가 D4시리즈, D3시리즈, Df, D810, 

D800시리즈, D700, F6, F5, F4시리즈에서는 파인더 내 표시의 일부와 파인더 

시야의 일부에 광량 저하가 발생합니다.

※2 파인더 내 표시의 일부와 파인더 시야의 일부에 광량 저하가 발생합니다. D70시리즈,  

D5200, D5100, D3300, D3100, D3000, D60, D50, D40시리즈에는 장착 가능하지만, 

파인더 화상을 보기 어려워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DK-21M 

장착 시에 접안 보조대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파인더상을 확대하여 구도를 쉽게 확인합니다. 카메라의 파인더 접안

부에 장착하여 파인더 배율을 DK-17M은 약 1.2배, DK-21M은 

약 1.17배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아이피스	어댑터 ▒	안티포그파인더	아이피스 ▒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	파인더용	액세서리

배율	앵글	파인더	DR-5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1시리즈•Df•D810•D800시리즈• 
D700•F6•F5•F4•F3•F3HP•F3T•F100•F90X•F90•F801S• 
FM3A용

각창용	배율	앵글	파인더	DR-6

D750•D610•D600•D300시리즈•D200•D100•D7100•D7000• 
D90•D80•D70시리즈•D5300•D5200•D5100•D3300•D3200• 
D3100•D3000•D60•D50•D40시리즈•F80•U2•U•US•FE10•
FM10•F70D•F60D•F50D•프로네아600i•F601용

매그니파이어	DG-2

D4시리즈•D3시리즈•D2시리즈•D1시리즈•Df•D810•D800시리즈• 
D750•D700•D610•D600•D300시리즈•D200•D100•D7100• 
D7000•D90•D80•D70시리즈•D5300•D5200•D5100•D3300• 
D3200•D3100•D3000•D60•D50•D40시리즈•F6•F5•F4• 
F3HP•F3T•F100•F90X•F90•F80•U2•U•US•F-801S• 
F70D•F60D•F50D•프로네아600i•프로네아S•FE10•FM10은 
아이피스 어댑터 DK-18 또는, 아이피스 어댑터 DK-22 병용/F3•FM3A• 
NewFM2용

파인더 중앙부의 상을 2배로 확대. 접사나 복사, 초망원 렌즈 사용 

시 등 더욱 엄밀한 초점 조절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5~＋3m-1

의 시도 조절도 가능. 매그니파이어를 위쪽부분으로 들어올리면 파

인더의 전체 시야를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접안부에 장착하여 수직방향에서 파인더상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인더의 전체 시야를 볼 수 있는 1배와 더욱 정밀한 초점을 확인

할 수 있는 2배※의 2종류 배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통족은 360°회전(90°마다 클릭 부착) 할 수 있고 접안부를 최적의 위치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 조절도 가능. 

※2배에서는 주변부에 광량 저하가 발생합니다. 또, 2배로 사용하였을 경우 파인더의 시야 왜곡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장착한 카메라쪽의 시도를 조절하여 주십시오.

▒	접안	보조대

접안	보조대	DK-3	

FM3A•NewFM2•FA•
FE2용

접안	보조대	DK-6	

F100•F90X•F90• 
F-801S•F-801용

접안	보조대	DK-9※	

F70D•F50D• 
프로네아600i용

접안	보조대	DK-16※	

D70•D40시리즈•U2•U• 
US용

접안	보조대	DK-19	

D4시리즈•D3시리즈• 
D2시리즈•D1시리즈• 
Df•D810•D800시리즈• 
D700•F6•F5•DK-17• 
17A•17C•17M용, 탈락 방지 
기능에 대응

접안	보조대	DK-20※	

D70S•D5200•D5100•
D3200•D3100•D3000•
D60•D50용

접안	보조대	DK-21※

D750•D610•D600•
D200•D7000•D90•
D80용

접안	보조대	DK-23※	

D300시리즈용•D7100용

접안	보조대	DK-24※	

D5000용

접안	보조대	DK-25※	

D5300용•D3300용

눈 주변부에서 접안부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여 파인더상을 보기 쉽게 합니다.

※접안 보조 렌즈 장착 시에는 접안 보조대를 병용할 수 없습니다.

파인더용 액세서리／파인더 스크린

B A

M U

E J

L

B A

M U

E J

L

D3시리즈용

F6용

B A

M U

E J

L

B A

M U

E J

L

시도 보정

-5.0

-4.0

-3.0

-2.0

0

＋0.5

＋1.0

＋2.0

＋3.0

접안	보조	렌즈	FM3A•NewFM2•FA•FE2용

시도 보정

-5.0

-4.0

-3.0

-2.0

0

＋0.5

＋1.0

＋2.0

＋3.0

접안	보조	렌즈	F100•F90X•F90•F-801S•F-801용

시도 보정

-5.0

-4.0

-3.0

-2.0

0

＋0.5

＋1.0

＋2.0

＋3.0

접안	보조	렌즈	DK-20C

시도 보정

-3.0

-2.0

0

＋1.0

＋2.0

접안	보조	렌즈	DK-17C

아이피스

아이피스 DK-17 

D1 시리즈•F5용 

아이피스 캡 DK-26  

F3/F3AF용 

F100/F90X/F90시리즈용 

FM3A용

아이피스 캡 DK-5 

F100용

B형	스크린　

E형	스크린　

FM3A용

K3형	스크린	

E3형	스크린	

B3형	스크린	

B A

M U

E J

L

B A

M U

E J

L

M형	스크린 U형	스크린

▒	접안	보조	렌즈	촬영자의 시력에 맞추어 선택하고 파인더 접안에 장착하여 사용하면 파인더상을 보기 쉬워집니다.

※접안 보조 렌즈 장착 시에는 접안 보조대를 병용할 수 없습니다.

▒	파인더	스크린

B A

M U

E J

L

B형클리어	매트	스크린Ⅵ E	방안	매트	스크린Ⅵ

B형	스크린 A형	스크린 E형	스크린 J형	스크린 L형	스크린

D2X용

B형 스크린

E형 스크린

V형 스크린

W형 스크린

D2XS•D2HS•D2H용

B형 스크린

E형 스크린

D1시리즈용

B형 스크린

View Finder/Focusing Screen



▒카메라	케이스	수납	구분표

▒	카메라	케이스

각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한	채	수납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	

촬영	시의	기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비나	충격으로부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필터, 캡, 스프링 후드(HS) 및 Bayonet 후드HB(반대방형), 또는 고무 후드HR(접은 상태) 포함하여 수납 가능 <R: 고무 후드의 경우만>

캡 포함하여 수납 가능　　

필터, 스크류식 후드(HN), 또는 탈착식 후드(HK) 앞쪽에서 수납 가능　　

필터, 캡 포함하여 수납 가능

안심하고 쾌적한 촬영을 지원하는 알차고 다양한 아이템

카메라 케이스Camera Cases USB 케이블／오디오 비디오 케이블•비디오 케이블•HDMI 케이블 ／액정(LCD) 모니터 커버／

핸드 스트랩／바디 캡／스트레오 마이크로폰／소프트 셔터 릴리즈Cables/Others

핸드 스트랩 

AH-4 장착 예

▒	핸드	스트랩

핸드	스트랩	AH-4

소재:가죽, D1시리즈•Df※•D810※•D810〈MB-D12포함〉•D800시리즈※•D800시리즈〈MB-D12포함〉•D750※• 
D750〈MB-D16포함〉※•D700※•D610※•D610〈MB-D14포함〉※•D600※•D600〈MB-D14포함〉※•D300시리즈※• 
D7100※•D7100〈MB-D15포함〉※•D7000※•D7000〈MB-D11포함〉•D200※•D200〈MB-D200포함〉•D100• 
D90〈MB-D80포함〉•D80※•D80〈MB-D80포함〉•D70시리즈•D60※•D40시리즈※•F6※•F6〈MB-40포함〉용

손에 카메라를 고정하여 더욱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착은 가능하지만 AH-4의 스톱퍼 일부가 카메라 바디의 뒤쪽에 닿지 않기 때문에 고정 나사가 느슨해졌을 때 불안정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D200(MB-D200 포함)•D90(MB-D80 포함)•D80(MB-D80 포함)은 장착 시, 전지교환은 할 수 없습니다.

핸드	스트랩	블랙	HSBK

소재: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폴리카보네이트,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용
(배터리백과도 사용 가능)

핸드 스트랩 

블랙 HSBK 장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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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케이블•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비디오	케이블•HDMI	케이블

▒	액정(LCD)	모니터	커버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14

D610•D600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12

D810•D800시리즈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11 

D7000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10	

D90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9 

D700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8

D300시리즈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7	

D80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6

D200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5

D70S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4

D70용

액정(LCD)	모니터	커버	BM-3

D2시리즈용

USB	케이블	UC-E4（약	1.5m）

D3시리즈•D2시리즈•D700•D300시리즈•
D200•D100•D7000•D90•D80•D3100• 
D3000•D70•D60•D50•D40시리즈용

USB	케이블	UC-E6（약	1.5m）

Df•D750•D7100•D5300•D5200• 
D5100•D5000•D3300•D3200•
Nikon 1 V1용

USB	케이블	UC-E14（약	1.5m）

D800시리즈용

USB	케이블	UC-E15（약	1.5m）

D4시리즈•D610•D600•Nikon 1 V2• 
J2•J1용

NEW

USB	케이블	UC-E22（약	1m）

D810용

USB	케이블	단자	커버	UF-1

D4시리즈용

USB	케이블	단자	커버	UF-3

D800시리즈용

NEW

USB	케이블	단자	커버	UF-4

D810용

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EG-D2

D3시리즈•D2시리즈•D300S• 
D7000•D90•D80•D3100용

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EG-CP14

D5100•D5000•D3300•D3200• 
Nikon 1 V1용

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EG-CP16

D5300•D5200•COOLPIX P7800•P7700용

비디오	케이블	EG-D100

D700•D300•D200•D3000•D70• 
D60•D50•D40시리즈용

HDMI	케이블	HC-E1	

D4시리즈•D3S•Df•D810•D800시리즈•  
D750•D700•D610•D600•D300S•D7100• 
D7000•D90•D5300•D5200•D5100• 
D5000•D3300•D3200•D3100, 
다른 HDMI 미니 단자 [Type C]를 탑재한 
Nikon 1 시리즈•COOLPIX 시리즈

카메라측이 Type C, HDMI 기구측이 

Type A의 HMDI 케이블, 길이 약 2.9m. 

수납

기종 
명칭

Df
CF-DC6 R R

CF-DC5 R R

D810 CF-DC4

D800
D800E CF-DC4 R R

D750
CF-DC5

CF-DC4

D610
D600 CF-DC5 R R

D300S
D300 CF-D200 R R

D7100 CF-DC3 R R

D7000 CF-DC3 R R

D5300
CF-DC7 R R

CF-DC2 R R

D5200 CF-DC2

D5100 CF-DC2 R R

D3300
CF-DC7 R R

CF-DC1 R R

D3200 CF-DC1 R R

D3100 CF-DC1 R R

F6 CF-64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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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캡 ▒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바디	캡	BF-1B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ME-1　

D4시리즈•D3S•D810•D800시리즈•
D750•D610•D600•D300S•D7100•
D7000•D5300•D5200•D5100•
D3300•D3200•Nikon 1 V3•V2•V1•
COOLPIX P7800•P7700•P7100•
P7000용

동영상 촬영시, 오토 포커스 조작으로 

발생하는 진동 노이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오	미니플러그용	단자커버	UF-2

D4시리즈용(D4시리즈에 부속)

소프트	셔터	릴리즈	AR-11

Df•FM10용

셔터 버튼의 릴리즈 소켓에 끼워넣어 

장착하면 보다 부드럽고 경쾌한 릴리

즈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	셔터

NEW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7 

D5300•D3300용 
（나일론）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2 

D5300•D5200• 
D5100•D5000용 

(나일론)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1

D3300•D3200• 
D3100•D3000•D60•
D40시리즈용（나일론）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64

F6용（가죽）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70	

D70시리즈용 
（합성 피혁）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6	

Df용(가죽)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4

D810•D800시리즈용
D750용（가죽）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5

Df•D750•D610•D600용
（가죽+나일론+합성 피혁）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700 

D700용（가죽）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200 

D300시리즈•D200용（가죽）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3 

D7100•D7000•D90•  
D80용（나일론＋가죽）

블랙

브라운

NEW



36 37

헤드폰

헤드폰★★

AC 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HDMI 입력 
비디오 레코더★★

HDMI 케이블 클립★

D4S의 부속품입니다.

파워 커넥터
EP-6 p.26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8★ /EN-EL18a★ p.26

EN-EL18은 D4, EN-EL18a는 

D4S의 부속품입니다.
　

배터리 충전기
MH-26★ /MH-26a★ p.26

MH-26은 D4, MH-26a는

D4S의 부속품입니다. 

MH-26은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D4 시리즈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매그니파이어
DG-2 p.32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3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 라이트
R1C1
p.21

무선 
스피드 라이트
커맨더 
SU-800 p.20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스피드 라이트
SB-910/700/500/300

스피드 라이트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
주：SC-29로 SB-500 /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용
플래시★★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EDG 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17M p.32

아이피스 어댑터 DK-18
p.32

안티포그 파인더
아이피스 DK-17A  p.32

아이피스 DK-17★ p.33

변배 앵글 
파인더 DR-5
p.32

파인더용
액세서리

TV 모니터★★

HDMI 케이블 HC-E1 p.35
(HDMI 미니 단자 [TYPE C]
←→HDMI 단자 [TYPE A])

TV•비디오용 액세서리

PC 관련 액세서리

            렌즈

접안 보조대 DK-19 p.32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루미 컨트롤
세트 
ML-3

연장 코드

MC-21A

(3m) p.31

리모트 코드

MC-36A

(0.85m) p.31

리모트 코드
MC-36A/
MC-30A/MC-22A

리모트 코드

MC-30A

(0.8m) p.31

무선 컨트롤

세트 ML-3
접속 코드 MC-23A,
변환 코드 MC-25/MC-25A

리모트 코드

MC-22A

(1m) p.31

접속 코드
MC-23A
（0.4m） 
p.31

변환 코드
MC-25/MC-25A
（0.2m）
p.31

2핀 

리모트

액세서리 GPS 기기★★

GPS
변환 코드
MC-35
(0.35m)
p.31

p.31

GPS 유닛
GP-1A 
p.31

리모트 코드

MC-DC2 p.31

WR용 변환
어댑터
WR-A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p.28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1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R10 p.28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T10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1

LAN 케이블★★

PC 카드 어댑터★★

CF 카드 리더기★★

XQD 카드 리더기★★

프린터★★

PC★★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파워 커넥터
EP-5B p.26

무선 트랜스미터
WT-5 p.30

통신
장치
UT-1 p.30

컴팩트 플래시 카드★★

XQD 메모리 카드★★

접안 보조 렌즈 DK-17C

(－3, －2, 0, ＋1, ＋2m-1)
p.33

USB 케이블 UC-E15★ p.35 

무선
트랜스미터
WT-4 p.30

WT-4용 USB 케이블USB 케이블 클립★

스테레오
마이크

스테레오
마이크
ME-1 p.35

AC 어댑터 
EH-5a/
EH-5b p.26
EH-5a는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AC 어댑터 EH-6/
EH-6a/EH-6b p.26

EH-6, EH-6a는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ViewNX 2★ p.25

Capture NX-D※1 p.25

Camera Control Pro 2※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2  p.25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3e p.26

AC 어댑터
EH-6/EH-6a/EH-6b p.26
EH-6, EH-6a는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
주: SC-29로 SB-500/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용
플래시★★

D810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3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무선
스피드 라이트
커맨더 SU-800
p.20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910/700/
500/300

스피드 라이트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USB 케이블 UC-E22★★

p.35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TV모니터★★

HDMI 입력 
비디오 레코더★★

HDMI 케이블 HC-E1★ p.35
(HDMI 미니 단자 [TPYE C]
←→ HDMI 단자 [TYPE A])

TV•비디오용 액세서리

PC 관련 액세서리

AC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케이스

헤드폰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4 p.34

PC 카드 어댑터★★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CF 카드 리더기★★

프린터★★

PC★★

헤드폰★★

            렌즈

AC어댑터
EH-5b p.26

파워 커넥터 EP-5B
p.26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변배 앵글 파인더
DR-5
p.32

아이피스
DK-17★

p.33

안티포그 파인더
아이피스
DK-17A p.32

접안 보조대 
DK-19
p.32

매그니파이어 DG-2
p.32

아이피스
어댑터
DK-18 p.32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17M p.32

접안 보조 렌즈

DK-17C

(－3, -2, 0
 +1, +2m-1)
p.33

배터리 충전기 
MH-25/MH-25a★ p.26
MH-25a는 전원 플러그 포함, 
MH-25는 전원 플러그•전원 코드 포함.

AA전지(8개)★★

배터리실 커버 BL-5 p.27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8/EN-EL18a p.26

배터리 충전기
MH-26a p.26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2 p.27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파워 커넥터
EP-5B p.26

AC 어댑터
EH-5b p.26

무선
트랜스미터 
WT-5
p.30

통신 장치
UT-1
p.30

루미 컨트롤 
세트 ML-3
p.31

연장 코드
MC-21A
（3m) p.31

리모트 코드
MC-36A
(0.85m) p.31

리모트 코드
MC-36A/
MC-30A/MC-22A

리모트 코드
MC-30A
（0.8m) p.31

루미 컨트롤 
세트  ML-3

접속 코드 MC-23A,
변환 코드 MC-25A

리모트 코드
MC-22A
（1m) p.31

접속 코드
MC-23A
（0.4m） 
p.31

변환 코드
MC-25A
（0.2m）
p.31

2핀
리모트
액세서리 GPS 기기★★

GPS
변환 코드
MC-35
（0.35m） 
p.31

GPS 유닛
GP-1A 
p.31

리모트 코드
MC-DC2
p.31

WR용 변환
어댑터
WR-A10 p.28

무선
리모컨
WR-T10 p.28

무선 
리모컨

WR-1 p.28

무선
리모컨
WR-R10 p.28

무선
리모컨
WR-T10

무선
리모컨
WR-1

파인더용 액세서리

SD 메모리 카드★★

컴팩트 플래시 카드★★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LAN 케이블★★

니콘 클로우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드 키트 
R1C1 p.21

ViewNX 2★

p.25

Capture NX-D※1

p.25

Camera Control Pro 2※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2  p.25

EDG 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ME-1　p.35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Df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매그니파이어
DG-2 p.32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3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니콘 클로즈업
스피드 라이트
R1C1
p.21

무선 
스피드 라이트
커맨더 
SU-800 p.20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910/700/
500/300

스피드 라이트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
주：SC-29로 SB-500 /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용
플래시★★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EDG 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17M p.32

아이피스 어댑터 DK-18
p.32

아이피스 캡 DK-26★

p.33

안티포그 파인더
아이피스 DK-17A p.32

아이피스 DK-17★ p.33

변배 앵글 
파인더 DR-5
p.32

파인더용 액세서리

USB 케이블 UC-E6★ 
p.35

리모트 코드
MC-DC2
p.31

GPS 유닛
GP-1A
p.31

케이블 릴리즈
AR-3 p.31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TV 모니터★★

HDMI 케이블 HC-E1 p.35
(HDMI 미니 단자 [TYPE C]
←→HDMI 단자 [TYPE A])

I

TV•비디오용 액세서리

PC 관련 액세서리

AC 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스마트 디바이스용
액세서리

카메라 케이스

프린터★★

PC★★

            렌즈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T10 p.28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R10 p.28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1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T10

무선 리모트
컨트롤러 
WR-1 p.28

접안 보조 렌즈 DK-17C

(－3~＋2m-1) p.33

접안 보조대 DK-19 p.32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5
p.34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6
p.34

ViewNX 2★ p.25

Capture NX-D※1 p.25

Camera Control Pro 2※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2  p.25AC 어댑터 EH-5a/EH-5b p.26
EH-5a는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MH-24★ 

p.26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4a★

p.26

파워 커넥터 EP-5A p.26

Wireless Mobile 
Utility
(각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스마트 커넥터
WU-1a p.30

스마트 디바이스★★

（iOS/Android™ OS）

SD 메모리 카드★★

PC 카드 어댑터★★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AC어댑터
EH-5b p.26

파워 커넥터
EP-5B p.26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배터리 충전기 
MH-25/MH-25a★ p.26
MH-25a는 전원 플러그 포함, 
MH-25는 전원 플러그•전원 코드 포함.

AA전지(6개)★★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6 p.27

USB 케이블 UC-E17★/UC-E6 p.35
*UC-E17은 D750 바디의 부속품으로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PC 관련 액세서리

PC 카드 어댑터★★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프린터★★

PC★★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파워 커넥터
EP-5B p.26

AC 어댑터
EH-5b p.26

무선 트랜스미터
WT-5 p.30

통신 장치
UT-1
p.30

SD 메모리 카드★★

D750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매그니파이어
DG-2 p.32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변배 앵글 파인더
DR-6 p.32

GPS 유닛
GP-1A

파인더용 액세서리

리모트 코드
MC-DC2
p.31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TV모니터★★

HDMI 케이블 HC-E1
p.35

(HDMI 미니 단자 [TPYE C]
←→ HDMI 단자 [TYPE A])

TV•비디오용 액세서리

AC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케이스

            렌즈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R10 p.28

무선 원격
WR-1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무선
리모컨
WR-1 p.28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3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니콘 클로우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드 키트 
R1C1 p.21

무선
스피드 라이트
커맨더
SU-800 p.20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스피드 라이트
SB-910/700/500/300

스피드 라이트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
주: SC-29로 SB-500/

   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HDMI 입력 
비디오 레코더★★

접안 보조 렌즈 DK-20C
(‒5~+3m-1) p.33

아이피스 어댑터
DK-22 p.32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21M p.32

아이피스 캡 DK-5★ 　
p.33

접안 보조대 DK-21★

p.32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5 p.34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4 p.34

리모콘
ML-L3 p.31

핫 슈 어댑터
AS-15
p.24

스튜디오용
플래시★★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헤드폰★★

헤드폰

LAN 케이블★★

※1  니콘 홈페이지（http://nikonimglib.com/ncnxd/）에서 최신 Capture NX-D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환경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니콘 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주십시오. http://www.nikon-image.co.kr

★은 니콘 D4 시리즈, D810, Df, D750의 부속품입니다. ★★은 타사 제품입니다.

EDG 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ME-1 p.35

ViewNX 2★

p.25

Capture NX-D※1

p.25

Camera Control Pro 2※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2  p.25



D610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매그니파이어
DG-2
p.32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3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니콘 클로우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드 키트 
R1C1 p.21

무선 
스피드 라이트
커맨더 
SU-800 p.20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스피드 라이트
SB-910/700/
500/300

핫 슈 
어댑터 
AS-15
p.24

스튜디오용
플래시★★

스피드 라이트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
주： SC-29로 SB-500 /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EDG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21M
p.32

아이피스
DK-5★ p.33

접안 보조대 DK-21★

p.32

변배 앵글
파인더
DR-6
p.32

파인더용 액세서리

USB 케이블 UC-E15★

p.35

Wireless Mobile 
Utility
(각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스마트 커넥터
WU-1b
p.30

스마트 디바이스★★

（iOS/AndroidTM OS）

리모트 코드
MC-DC2
p.31

GPS 유닛
GP-1A
p.31

리모콘
ML-L3
p.31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ME-1
p.35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TV모니터★★

HDMI 입력 
비디오 레코더★★

TV•비디오용
액세서리

PC 관련 액세서리

AC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스마트 디바이스용
액세서리

카메라 케이스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5
p.34

SD 메모리 카드★★

AA전지 6개★★

PC 카드 어댑터★★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프린터★★

PC★★

파워 커넥터
EP-5B p.26 

AC 어댑터
EH-5a/EH-5b p.26
EH-5a는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배터리 충전기
MH-25★　p.26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4　p.27 

헤드폰

헤드폰★★

            렌즈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R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1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1 p.28

접안 보조 렌즈 

DK-20C(‒5～+3m-1)
p.33

아이피스 어댑터
DK-22 p.32

ViewNX 2★ p.25

Capture NX-D※1 p.25

Camera Control Pro 2※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2 p.25

HDMI 케이블 HC-E1 p.35
(HDMI 미니 단자 [TPYE C]
←→ HDMI 단자 [TYPE A])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2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니콘 클로우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드 키트
R1C1
p.21

무선 
스피드 라이트
커맨더 
SU-800
p.20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910/700/
500/300

핫 슈 
어댑터 
AS-15
p.24

스튜디오용
플래시★★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
주 ： SC-29로 SB-500 /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p.26

 p.26

무선 트랜스미터
WT-5 p.30

D7100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매그니파이어
DG-2
p.32

스피드 라이트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EDG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통신 유닛 UT-1
p.30

접안 보조 렌즈
DK-20C(‒5～+3m-1)
p.33

아이피스 어댑터
DK-22 p.32

매그니파잉 아이피스
DK-21M p.32

아이피스 DK-5★

p.33

접안 보조대
DK-23★ p.32

변배 앵글
파인더
DR-6
p.32

파인더용 액세서리

USB 케이블 UC-E6★ p.35

Wireless Mobile 
Utility
(각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스마트 커넥터
WU-1a
p.30

스마트 디바이스★★

（iOS/AndroidTM OS）

리모트 코드
MC-DC2
p.31

GPS 유닛
GP-1A
p.31

리모콘
ML-L3
p.31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ME-1
p.35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TV모니터★★

HDMI 입력 
비디오 레코더★★

TV•비디오용
액세서리

PC 관련 액세서리

AC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스마트 디바이스용
액세서리

카메라 케이스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3
p.34

SD 메모리 카드★★

AA전지 6개★★

PC 카드 어댑터★★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PC★★

파워 커넥터
EP-5B p.26

AC 어댑터
EH-5b p.26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5★　p.26

배터리 충전기
MH-25★　p.26 

멀티 파워 배터리 팩
MB-D15　p.29 

헤드폰
헤드폰★★

            렌즈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1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R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1 p.28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프린터★★

LAN 케이블★★

ViewNX 2★ p.25

Capture NX-D※1 p.25

Camera Control Pro 2※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2 p.25

HDMI 케이블 HC-E1 p.35
(HDMI 미니 단자 [TPYE C]
←→ HDMI 단자 [TYPE A])

AC 어댑터 EH-5b

파워 커넥터 EP-5B

38 39

주: SC-29로 SB-500/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D5300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EG-CP14※1★  p.35

HDMI케이블 HC-E1※1 p.35
（HDMI 미니 단자 [TYPE C]
←→HDMI 단자 [TYPE A]）

Wireless Mobile 
Utility
(각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스마트 디바이스★★

（iOS/AndroidTM OS）

         렌즈 

접안 보조 렌즈 
DK-20C(‒5～+3m-1)
p.33

아이피스 어댑터
DK-22
p.32

아이피스
DK-5★

p.33

접안 보조대 
DK-25★

p.32

매그니파이어 
DG-2
p.32

파인더용 액세서리

변배 앵글 파인더 
DR-6
p.32

＊자동 초점은 모터가 내장된 AF-S,
AF-I 렌즈 장착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초점은 모터가 내장된 AF-S,
AF-I 렌즈 장착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 라이트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EDG 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TV용 액세서리

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EG-CP16★  p.35

HDMI케이블 HC-E1 p.35I
（HDMI 미니 단자 [TYPE C]
←→HDMI 단자 [TYPE A]） TV모니터★★

리모트 코드 
MC-DC2　p.31

GPS 유닛 
GP-1A　p.31

리모콘 
ML-L3　p.31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ME-1　p.35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AC어댑터
EH-5b　p.26

파워 커넥터
EP-5A　p.26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4a★　p.26

배터리 충전기
MH-24★　p.26

AC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케이스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2 p.34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7 p.34

PC 관련 액세서리

SD 메모리 카드★★ PC★★

PC 카드 어댑터★★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R10 p.28

스마트 디바이스용
액세서리

*UC-E17는, D5300 바디의 부속품으로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USB 케이블
UC-E17★/UC-E6 p.35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1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1　p.28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3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니콘 클로우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드 키트 R1C1 p.21

무선
스피드 라이트
커맨더
SU-800
p.20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910/700/
500/300

핫 슈 어댑터
AS-15
p.24

스튜디오용 
플래시★★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

D3300 시스템 차트 p.○○는 참조 페이지

PC 관련 액세서리

AC어댑터•배터리•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케이스

SD 메모리 카드★★

PC 카드 어댑터★★ 
SD 메모리 카드 리더기★★

PC★★

AC어댑터
EH-5b
p.26

접안 보조대
DK-25★  p.32

아이피스 어댑터
DK-22 p.32

접안 보조 렌즈 
DK-20C(‒5～+3m-1)
p.33

아이피스
DK-5  p.33

매그니파이어 
DG-2  p.32

파워 어시스트 팩 
SD-9
p.23

스피드 라이트
SB-700
p.16

스피드 라이트
SB-910
p.14

니콘 클로우즈업 
스피드라이트 
커맨드 키트 
R1C1 p.21

스피드 라이트
SB-300
p.19

스피드 라이트
SB-500
p.18

스피드 라이트
SB-910/700/
500/300

주: SC-29로 SB-500/SB-300 

    사용시에는 AF보조광은 발광하지

    않습니다.

스피드 라이트

TTL 조광 코드
SC-28/SC-29주

p.24변배 앵글 파인더 
DR-6 p.32

파인더용 액세서리 렌즈

디지털 스코핑용
액세서리

EDG 필드 스코프 디지털
일안 리플렉스 카메라 
어태치먼트 FSA-L2

TV모니터★★

TV•비디오용 액세서리

핫 슈 어댑터
AS-15
p.24

스튜디오용 
플래시★★

Li-ion 충전식 배터리
EN-EL14a★ p.26

배터리 충전기
MH-24★　p.26

파워 커넥터
EP-5A
p.26

스마트 디바이스용
액세서리

스마트 커넥터
WU-1a　p.30

Wireless Mobile Utility
(각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스마트 
디바이스★★

（iOS/
AndroidTM OS）

리모트 코드 
MC-DC2
p.31

GPS 유닛
GP-1A
p.31

리모콘
ML-L3
p.31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T10
p.28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R10
p.28

WR-T10

무선 원격
컨트롤러 WR-1
p.28

WR-1

리모트 컨트롤•GPS 액세서리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스트레오 
마이크로폰 ME-1
p.35

※1  동영상 촬영시에 별매의 스테레오 마이크로 폰 ME-1을 사용하여 스테레오 녹음한 음성은 AV 케이블로 카메라와 TV를 연결하여 동영상을 재생하면 모노럴 재생됩니다. HDMI 케이블로 카메라와 HDMI TV를 연결하였을 때는 스테레오 재생됩니다.

※2  사용 환경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니콘 이미징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후 설치하여 주십시오. http://www.nikon-image.co.kr

*3  니콘 홈페이지(http://nikonimglib.com/ncnxd/)에서 최신Capture NX-D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은 니콘 D610, D7100, D5300, D3300의 부속품입니다. ★★은 타사 제품입니다.

*UC-E17는, D3300 바디의 부속품으로
  단품으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USB 케이블
UC-E17★/UC-E6 p.35

ViewNX 2★

Capture NX-D※1 p.25

Camera Control Pro 2※2

Camera Control Pro 2 Upgrade※2

p.25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1 p.34

세미 소프트 케이스
CF-DC7 p.34

ViewNX 2★ 

p.25

Capture NX-D*3 

p.25



http://www.nikon-image.co.kr10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 상공회의소 12층 (중구 남대문로 4-45) Tel : 080-800-6600(수신자 부담 전화) / Fax : 02-2026-0029

FAX 상담은 (02)2026-0029
운영시간 : 9:00~18:00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는 휴무) ○기재된 사양 및 장비는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 사전경고 또는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October 2014 Ⓒ 2014 Nikon Corporation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일부 설명서는 CD-ROM만 지원합니다.

니콘 디지털 카메라, 렌즈, 스피드 라이트, 소프트웨어 등의 구입 상담, 사용법 및 수리 관련 문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니콘고객지원센터〉

무료 상담 전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전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제주

   
■강남 02-584-6788
■용산 02-706-3511
■수원 031-248-8301   
■부평 032-524-9198 
■동구 042-673-1064
■동구 062-232-3360
■전주 063-251-7372   
■중구 053-422-5700
■창원 055-248-9198   
■서면 051-818-0001
■남구 052-261-0428
■제주 064-726-9198 

   
■강북 02-991-9198  
■테크노마트 02-3424-4490
■일산 031-901-6480
   
■서구 042-226-0409
■서구 062-350-6630  
  
■북구 053-381-1020  
   
■중구 051-256-0370 

   
■남대문 02-752-9198 
■신도림 테크노 02-2068-1264
■분당 031-719-5531

전국 서비스 지정점 안내

카메라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고급 촬영 테크닉까지!

사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지금, 니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사진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ikon-image.co.kr/school_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