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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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 명칭

앞면

2 13

4

5

6

8

9

12

10

7

11

뒷면

15

16

12

18

14 13

17

1 필름 출구 슬롯

2 플래시 라이트 센서

3 AE 라이트 센서

4 플래시램프

5 뷰파인더

6 셔터 버튼

7 렌즈 커버 / 렌즈

8 셀피 미러

9 렌즈 배럴

10 렌즈 링 / 전원

11 플래시 충전 램프

12 스트랩 구멍

13 뷰파인더 접안렌즈

14 뒷면 커버 잠금

15 필름 확인창

16 뒷면 커버

17 필름 카운터

18 배터리 덮개

 ● 배터리 삽입 방법과 instax mini 필름 팩의 삽입과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사진 촬영하기

필름을 다 쓸 때까지 뒷면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필름이 노출되어 하얗게 
변하고 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렌즈 링을 ON으로 돌려 카메라 전원을 
켭니다.

* 렌즈 배럴이 확장되고 플래시 충전 램프가 
깜박인 후에 켜집니다. (점멸하는 것은 
플래시가 충전 중임을 나타냅니다)

2 카메라를 잡고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해 
보면서 원하는 구도를 잡은 후에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 플래시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셔터 버튼을 
누를 수 없습니다.

3 필름이 배출되는 소리가 멈추면 배출된 
필름의 가장자리를 잡고 필름을 꺼냅니다. 
필름 카운터는 번호순으로 감소하고 각 
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10”부터 숫자가 
줄어듭니다. 필름이 완료되고 마지막 사진이 
촬영된 후 “0”이 표시됩니다.

4 사진 촬영이 끝나면 렌즈 링을 OFF로 돌려 
카메라 전원을 끕니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넣고 카메라를 
재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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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모드로 사진 촬영하기

근접 촬영

클로즈업 모드에서는 피사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1 렌즈 링을 “CLOSE-UP” 위치로 돌려 
렌즈를 앞으로 당깁니다. 뷰파인더의 시야 
범위가 클로즈업 촬영 설정으로 전환됩니다.

2 뷰파인더의  마크가 피사체 중앙에 있도록 
카메라를 잡고 촬영하십시오.

30cm-50cm

자화상 촬영하기

클로즈업 모드는 더욱 좋은 셀피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렌즈 전면에 있는 셀피 미러를 사용하여 구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1 렌즈 링을 “CLOSE-UP” 위치로 돌려 
렌즈를 앞으로 당깁니다.

2 카메라를 단단히 잡고 얼굴이 렌즈의 
끝에서 30~50cm 떨어지도록 하십시오.

30cm-50cm

3 셀피 미러를 사용하여 구도를 확인하고 
셔터를 눌러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9

사진 촬영 시의 주의 사항

카메라 잡을 시의 주의사항

올바르게 잡는 
방법

손가락으로 
플래시램프를 
가리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플래시 라이트 
센서와 AE 라이트 
센서를 가리지 
마십시오.

•	 손가락 또는 스트랩이 플래시 라이트 센서, AE 
라이트 센서, 플래시램프, 렌즈 또는 필름 출구 
슬롯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수평 방향의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램프가 위에 
오도록 카메라를 잡으십시오.

•	 플래시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는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	 카메라를 잡을 때는 렌즈 배럴을 잡지 마십시오. 
완성된 사진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뷰파인더의  표시가 피사체의 중앙에 나타나도록 
뷰파인더를 보십시오.

•	 셔터 버튼을 누를 때 렌즈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는 셔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므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를 단단히 잡으십시오.

기본 모드와 클로즈업 모드의 거리

•	 일반 모드에서는 피사체로부터 최소 0.5m의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십시오. 유효 플래시 
범위는 최대 약 2.2m입니다.

•	 카메라를 피사체에서 0.5m 미만으로 가까이할 
경우는 클로즈업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클로즈업 
모드에서는 피사체에서 30~50cm 범위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충전 램프 상태 및 에러 해결책

플래시 충전 
램프 상태

설명

켜짐
사진을 촬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꺼짐 카메라가 꺼집니다.

저속 플래시
플래시가 충전 중입니다. 충전 
램프등이 점멸을 멈추고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느린 점멸과 
빠른 점멸 반복

배터리 전압이 낮습니다.

고속 플래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	 필름이 걸렸습니다.
•	 렌즈 링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	 기타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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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에러 해결책

배터리 전압이 
낮다

새 배터리로 교환하십시오.  
(알카라인 배터리)

필름 걸림

필름을 억지로 잡아 빼거나 
전지를 제거하거나 새로운 
배터리 (알카라인 배터리)를 
다시 넣지 마십시오. 필름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렌즈 링 위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렌즈 링을 적절한 위치로 
설정합니다.

기타
카메라가 고장일 수 있습니다.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 배터리를 
분리했다가 다시 넣으십시오.

중요 안전 사항
 ● 이 제품 및 액세서리를 촬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이 제품은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지만, 다음의 
안전 주의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이 사용설명서를 읽은 후, 필요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경고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게 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이것은 무시하거나 잘못 취급하면 부상 또는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나타냅니다.

 경고

 이 제품을 절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낙하 등으로 인해 제품 내부가 노출되었을 때는 
이 제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이 제품에는 고전압 
회로가 있어 부상이나 감전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뜨거워지거나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화재 또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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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승마 중인 사람을 향해 
플래시 촬영을 하지 마십시오. 플래시가 깜짝 
놀라게 하거나 집중이 안 되게 하고 동물을 겁먹게 
만들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물에 빠뜨리거나 물이나 금속 조각 
또는 기타 이물질이 내부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발열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화성이 있는 가스가 많은 곳이나 휘발유, 벤진, 
도료용 시너 또는 다른 불안정 물질 가까운 곳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해 또는 가열하거나 불 속에 넣거나 
전기적 합선을 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AA (LR6) 배터리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배터리를 
사용하면 발열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유아가 실수로 배터리를 삼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삼켰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주의

 카메라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리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뒷면 커버의 내부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감전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유아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옷감이나 담요로 덮거나 감싸지 
마십시오. 열 때문에 케이스가 뒤틀리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너무 가까이 플래시를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사진을 촬영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AA (LR6) 배터리를 삽입할 때는  와  극성이 
다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카메라가 손상되거나 
배터리액이 새어 나와 주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내부의 가동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CE” 마크는 이 제품이 안전성, 
공중보건, 환경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EU (유럽연합)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CE”는 
Conformité Européenne의 약자입니다.)

 ■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규정 준수의 표시는 
카메라의 뒷면 커버의 안쪽에 있습니다.

* 제품의 제조년월일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판매점에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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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 카메라 취급
1. 카메라는 정밀 기기이므로 젖거나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또한 모래 또는 작은 
입자에 노출될 곳에 카메라를 두지 마십시오.

2. 더러움을 닦아 내기 위해 페인트 시너 또는 
알코올 같은 용액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필름 체임버가 더럽거나 먼지가 있으면 인쇄물의 
마무리에 영향을 줍니다. 필름 체임버가 
더러워지거나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카메라를 닫힌 자동차 내부, 그 밖의 더운 곳, 
습도가 높은 곳, 해변 등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5. 방충제가 포함된 가스는 카메라와 필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필름을 
좀약이 있는 서랍장 등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6. 이 카메라의 작동 온도 범위는 +5 ℃~+40 ℃
입니다.

7. 사진 촬영 시에는 저작권, 초상권 및 사생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 또는 풍기 
위반을 하거나 방해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이 카메라는 일반 가정용입니다. 상업용 
사진과 대량의 인쇄가 사용되는 기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9. 시판되는 스트랩을 사용하기 전에 스트랩의 
강도를 확인하십시오. 휴대폰 및 스마트폰용 
스트랩은 가벼운 장치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스트랩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0. 카메라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꺼내 열, 먼지 및 습기를 피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11. 뷰파인더 창 등의 때나 먼지는 에어 블로어로 
제거하고 부드러운 천 조각으로 가볍게 
닦아내십시오.

 ■ 인쇄 시 주의사항

 ■ instax mini 필름 및 사진 취급
필름 및 사진 취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UJIFILM 
인스턴트 필름 instax mini 포장에 적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1. 필름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특히, 

닫혀진 자동차 내부와 같이 매우 더운 곳에 
필름을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2. 필름에 구멍을 뚫거나 찢거나 자르지 마십시오. 
손상된 필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카메라에 필름을 넣은 후에는 되도록 빨리 
사용하십시오.

4. 지극히 온도가 낮거나 높은 곳에 필름이 보관된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필름을 실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두십시오.

5. 필름은 포장에 기재된 필름 유효기간 전에 
사용하십시오.

6. 공항에서의 수화물 검사 및 기타 강력한 X-ray
는 피해 주십시오. 미사용 필름은 김서림 등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필름은 기내 수하물로 
휴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공항에 문의하십시오).

7. 사진이 강한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8. instax mini 필름에는 블랙 가성 알칼리 
페이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르거나 
해체하지 마십시오. 영유아나 애완동물의 입에 
필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또한 페이스트가 피부나 옷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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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잘못하여 사용하지 않는 필름의 페이스트를 
만지면 즉시 대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페이스트가 눈이나 입에 닿은 경우는 해당 
부위를 씻은 후에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이 필름의 알칼리도는 사진이 카메라에서 
배출되고 약 10분 후에 약해집니다.

10. 사진이 변색할 수 있으므로 밀봉된 봉지에 넣어 
보관하지 마십시오.

 ■ 필름 및 완성된 사진의 취급 시 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FUJIFILM instax mini 인스턴트 필름 
포장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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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사용 필름 FUJIFILM instax mini 인스턴트 
필름 (별매)

사진 화상 
크기

62 mm × 46 mm

렌즈 2군 2매 구성, f=60 mm, 1:12.7

뷰파인더 리얼 이미지 파인더, 0.37×,  
타깃 스팟 포함
클로즈업 모드의 시차 보정 기능을 
탑재

촬영 범위 0.3m 이상 (0.3m~0.5m는 클로즈업 
모드 사용)

셔터 프로그램식 전자 셔터
1/2~1/250초.
저조도용 슬로우싱크로

노출 제어 자동, Lv 5.0~14.5 (ISO 800)

필름 배출 전동식

필름
현상 속도

약 90초 (주위 온도에 따라 다름)

플래시 상시 발광 플래시 (자동 조광 
조정), 리사이클 시간: 7초 이하 (새 
배터리 사용 시), 유효 플래시 범위: 
0.3~2.2 m

전원 AA 사이즈 알카라인 배터리 (LR6) 
2개, 용량: 각 10회의 노출로 약 
10장의 instax mini 필름 팩 (사용 
조건에 다름)
* 제공된 배터리는 시험용입니다.

사용 수명이 다하면 새 것  
(알카라인 배터리)으로 
교체하십시오.
알카라인 배터리의 성능은 
브랜드에 따라 다릅니다.

* 망간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 전원 
꺼짐 시간

5분

기타 필름 카운터 및 필름 팩 확인창 
포함

크기 104 mm × 66.6 mm × 122 mm

무게 306 g (배터리, 스트랩 및 필름 
제외)



[ en  ]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product, 
please contact a FUJIFILM authorized distributor or 
dealer, or access the website below.

[ de  ] Wenn Sie Fragen zu diesem Produkt haben, 
wenden Sie sich bitte an einen von FUJIFILM 
autorisierten Händler oder Vertriebspartner oder 
besuchen Sie die untenstehende Website.

[ fr  ] Pour toute question concernant ce produit, 
veuillez contacter un distributeur ou un revendeur 
FUJIFILM agréé ou visiter le site Internet ci-dessous.

[ es  ] Si usted tiene alguna pregunta sobre este 
producto, por favor póngase en contacto con un 
vendedor o un distribuidor autorizado de FUJIFILM o 
acceda al sitio web siguiente.

[ pt  ] Se tiver alguma questão acerca deste produto, 
contacte um distribuidor ou revendedor autorizado 
FUJIFILM ou aceda ao site abaixo.

[ zhs  ] 如果对本产品有任何疑问，请与经过授权
的 FUJIFILM 的分销商或经销商取得联系，或访问以
下网站联系我们。

[ zht  ] 如果您對本產品有任何疑問，請參閱隨附
的服務卡上的詳情，或訪問以下網站。

[ ko  ] 이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은 FUJIFILM 
공식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ja  ] 本製品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は、富士フイル
ムの正規代理店、またはディーラーにご連絡いただ
くか、以下のウェブサイト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https://www.fujifi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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