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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CDS-1100D는	 캐논	 EOS	 1100D을	 개조한	 것으로서	 3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PC에서	 카메라를	 제어하면서	 사진을	 찍도
록	 하였고	 TEC쿨링모듈을	 장착하여	 이미지센서의	 온도를	 최
	 상온 비	 약	 -28도정도까지	 냉각시킬수	 있도록	 하여	 노이

즈가	 획기적으로	 제거된	 메뉴얼모드	 촬영과	 동영상	 기록이	 
가능하여	 초고화질의	 천체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든	 고성
능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사용
본	 카메라는	 쵤영시	 오직	 PC에서	 USB케이블로	 카메라에	 연
결하여	 시진을	 찍고	 PC에	 저장	 할	 수	 있으며,	 PC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의	 제어,	 각종	 설정값	 변경	 및	 사진촬영
을	 불가능합니다.	 본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수차례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의	 기능을	 익히면	 카메라를	 보다	 잘	 이
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작및	 촬영으로	 인한	 사고및	 카
메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	 안전주의'	 '취
급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물 목록
다음의	 장비와	 악세사리들
이	 카메라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누락
된	 품목이	 있으면	 구입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2"노스피스,	 캡	 
포함)

• USB	 cable
• 12V5A파워어답터
• DC파워연장케이블
• EOS	 DIGITAL	 솔루션디
스크	 CD

• EOS사용설명서	 CD
• BackyardEOS쿠폰

1. 12V5A파워어답터는	 전원케이블을	 포함합니다.
2. 카메라렌즈	 어답터를	 구매하신	 경우	 어답터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위의	 내용물들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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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작동및 책임
본카메라에는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는	 SD메모리카드를	 카메라에	 내장하여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메모리카드,카메라등의	 결함때문에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촬영된	 이미지의	 기록실패,결함
으로	 인한	 Data	 손실에	 하여	 CentralDS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기기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주의사항
• 카메라는	 정밀한	 기기입니다.	 떨어뜨리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본제품은	 방수제품이	 아닙니다.	 물에	 빠뜨렸을	 경우	 즉시	 마른천으로	 잘	 닦으신후	 CentralDS에	 서비스	 
의뢰하십시오.

•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에	 카메라를	 두지	 마십시오.	 높은	 온도는	 카메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냉각시스템	 작동시	 결로방지를	 위해	 고성능	 건조제인	 모레큘레시브를	 내장하고	 있으며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분해할	 경우	 습기유입으로	 인하여	 촬영	 중	 센서표면에	 결로발생과	 내부	 
전자회로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절 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 필터표면에	 붙은	 먼지는	 블로어를	 이용하여	 제거하십시오.
• 필터를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내부밀폐를	 위한	 실링이	 손상되면	 내부	 이슬맺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분해한	 제품은	 품질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냉각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카메라를	 망원경에	 장착된	 상태에
서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카메라	 표면에	 생성된	 이슬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는	 조건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추운	 곳에서	 따뜻한	 실내로	 이동한	 경우	 카메라	 부
품에	 응결이	 생길	 수	 있읍니다.	 응결방지를	 위해	 비닐봉지등
에	 넣고	 카메라의	 온도가	 실내온도와	 같아진	 다음에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장시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조제(실리카겔등)와	 
함께	 밀폐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센서	 먼지관리-이미지센서는	 출고전	 테스트	 촬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클린한	 상태를	 확인	 한	 제품에	 한하여	 출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entralDS	 고객	 서비스	 자료에	 의하
면	 약	 전체	 출고제품의2%	 제품에서	 사용중	 센서표면에	 먼지
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사용중	 이미지	 센서에	 

점착된	 먼지로	 인한	 얼룩이	 발견	 되면	 절 	 임의	 분해를	 하지	 마시고	 CentralDS	 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
랍니다.

• 냉각시스템	 가동시	 유의사항-이미지센서를	 냉각시키는	 TEC쿨링시스템은	 외부로	 많은	 열을	 발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오랫동안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경미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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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분의 명칭

• MODE	 스위치는	 눌렀을때에	 동영상	 촬영모드	 /	 누름해제하면	 메뉴얼촬영	 모드입니다.	 
• EOS	 1100D,	 600D에서	 제공되는	 Av/Tv/P모드를	 포함한	 기타의	 촬영모드	 설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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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전에
BackyardEOS 프로그램 설치하기
1. 카메라와	 함께	 들어있는	 BackyardEOS쿠폰	 넘버를	 잘	 기록하여	 놓습니다.
2. 	 www.backyardeos.com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3. MENU	 >	 30-day	 Trial	 >	 이름,이메일,	 카메라모델(CDS-1100D,	 CDS-600D)을	 기입합니다.	 

4. Comment란에	 BackyardEOS	 바우처넘버를	 기입한	 후	 Summit	 버튼을	 클릭합니다.

5. 24시간	 이내에	 backyardeos.com으로부터	 activation	 key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을것입니다.
6. MENU	 >	 DOWNLOAD	 >	 BackyardEOS최신버젼을	 다운로드합니다.
7.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activation	 key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설치가	 완료됩니다.	 

Canon EOS Software설치하기
• CDS-1100D,	 CDS-600D는	 카메라를	 PC에	 연결한	 상태에서	 EOS	 Utility를	 통하여	 다양한	 카메라의	 설
정값들을	 조정하고	 정지영상및	 동영상을	 원격촬영하여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와	 함께	 제공되는	 EOS	 Digital	 solution	 Disk에는	 EOS유틸리티,	 디지털포토프로페셔널,	 줌브라우저
EX,	 픽처스타일에디터가	 들어있습니다.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전에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이전버젼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도	 아래	 과정을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새로운버전으
로	 덮어쓰기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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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가	 PC에	 연결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EOS	 Digital	 solution	 Disk를	 컴퓨터의	 CD-Rom드라이브에	 
넣습니다.	 	 

2. 설치	 안내화면에서	 [Easy	 Installation]을	 클릭하고	 화면상의	 지시에	 따라	 설치합니다.
3. 설치완료되면	 [Restart]를	 클릭하고	 컴퓨터가	 다시	 시작되면	 CD-Rom을	 꺼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 보기
BackyardEOS

1. www.backyardeos.com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MENU	 >	 DOWNLOAD	 >	 BackyardEOS	 >	 Production	 Release	 >	 BackyardEOS	 x.x.x	 zip	 package	 클릭

하여	 다운로드합니다.
3. ZIP	 압축파일을	 풀고	 BackyardEOS	 User	 Guide.pdf	 파일을	 복사하여	 따로	 저장합니다.
4. Adobe	 Reader	 프로그램에서	 BackyardEOS	 User	 Guide.pdf	 파일을	 '열기'합니다.

*Adobe	 Reader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EOS	 Utility

1. [EOS	 DIGITAL	 Software	 INSTRUCTION	 MANUAL]	 CD-Rom을	 컴퓨터에	 넣습니다.
2. CD-Rom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3. [Korean]폴더에서	 EOS	 Utility	 사용설명서	 EUx.xW_K_xx	 파일을	 복사하여	 따로	 저장합니다.
4. Adobe	 Reader	 프로그램에서	 EUx.xW_K_xx	 파일을	 '열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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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하기
•카메라를	 연결할	 PC에	 반드시	 미리	 EOS	 Utility와	 BackyardEOS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아래의	 순서 로	 카메라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1. 카메라의	 뒷면	 카메라	 ON/OFF스위치와	 Cooler	 ON/
OFF스위치를	 OFF위치(오른쪽)에	 놓습니다.

2. 카메라	 바디에	 2"	 노스피스(	 혹은	 카메라	 렌즈	 어답
터)를	 연결합니다.

3. 카메라를	 망원경(혹은	 카메라	 렌즈)에	 견고하게	 장착
합니다.

4. USB케이블을	 카메라의	 	 USB단자에	 연결합니다.
5. 직류전원	 케이블을	 카메라의	 파워단자에	 연결합니다.
6. 촬영도중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부터	 PC와의	 안정적인	 

통신을	 보호하고	 USB단자부분의	 접촉불량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케이블	 홀더를	 통과시
키고	 빠지지	 않도록	 USB케이블과	 DC파워케이블을	 잘	 걸어줍니다.

7. 전원케이블을	 전원어답터에	 연결합니다.
8. EOS	 Utility와	 BackyardEO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원격촬

영용	 PC를	 켭니다.	 

9. PC의	 부팅이	 완료되면	 카메라의	 USB케이블을	 PC에	 연결한	 후	 카메라	 
전원스위치를	 ON(왼쪽)합니다.

10. LED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녹색의	 LED에	 불이	 들어오면	 정
상적으로	 카메라가	 전원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11. PC에서	 EOS	 Utility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12. Camera	 Settings	 /	 RemoteShooting	 메뉴를	 클릭한	 후	 테스트	 사진을	 
촬영합니다.	 

*상세한	 	 EOS	 Utility프로그램	 사용법은	 [EOS	 DIGITAL	 Software	 
INSTRUCTION	 MANUAL]의	 	 'EOS	 Utility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3. 테스트사진	 촬영이	 안되었다면	 카메라의	 전원스위치를	 OFF한	 후	 
USB케이블	 연결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스위치	 ON	 한	 후	 다시	 촬영합
니다.

14. 원격	 사진촬영이	 성공했다면	 Cooler	 ON/OFF스위치를	 ON위치(왼쪽)
에	 놓아	 TEC쿨링을	 시작합니다.	 이	 때	 적색의	 LED에	 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쿨링모듈로	 전원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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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히트싱크	 냉각용	 쿨링팬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16. 쿨링	 ON	 이후	 약	 7분30초	 후	 최 냉각온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지	 센서의	 온도는	 약	 상온	 

-	 26~30C정도(봄,가을	 기준)가	 될	 것입니다.	 육안으로	 직접	 냉각온도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TEC 쿨링모듈의	 핵심부품인	 펠티어	 소자는	 기온 비	 전류소비	 특성상	 기온이	 높을	 수록	 효율이	 좋고	 
겨울철	 기온이	 낮아지면	 냉각효율은	 감소하게	 되어	 냉각온도는	 상온	 -	 26~30C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BackyardEOS에서	 확인	 할	 수	 있는	 Image	 Sensor의	 온도는	 실제	 이미지센서의	 현재	 온도가	 아니라	 이
미지센서에서	 뒤쪽으로	 2mm	 공간을	 두고	 떨어져	 위치하는	 PCB 	 회로기판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센서가	 
측정한	 값입니다.	 CDS-1100D,	 CDS-600D	 는	 콜드핑거로	 이미지센서만	 직접냉각시키고	 있으며	 실내
에서	 테스트	 결과	 실제의	 이미지센서의	 냉각온도는	 BackyardEOS에서	 표시하는	 온도(캐논	 exif	 data)
보다	 약	 8도	 더	 낮습니다.	 즉	 실제의	 냉각온도는	 약	 상온	 -	 34~-38C정도(봄,가을	 기준)입니다.

*CDS-1100D,	 CDS-600D에서	 사용자가	 직접	 냉각온도를	 조정하는	 프로그램	 혹은	 하드웨어적인	 냉각
온도	 컨트롤	 도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7. BackyardEOS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18. EOS	 Utility프로그램을	 종료한	 다음,	 BackyardEOS프로그램	 메뉴중	 좌측상단의	 Connect버튼을	 클릭하

여	 카메라와	 통신합니다.

19. BackyardEOS프로그램과	 카메라가	 연결된	 후	 좌측상단	 가운데	 메뉴인	 Frame&	 Focus	 버튼을	 클릭하여	 
라이브모드상태에서	 카메라	 초점조절과	 구도등을	 결정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20. 사진	 촬영후	 중앙상단에	 촬영정보란에서	 현재	 이미지센서의	 온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BackyardEOS프로그램	 사용법은	 BackyardEOS	 User	 Guide.pdf	 파일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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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진촬영을	 마쳤을때는	 BackyardEOS	 를	 종료하시고	 Cooler를	 OFF	 하고,	 카메라	 OFF	 합니다.
22. USB통신케이블과	 파워케이블을	 카메라에서	 제거합니다.
23. 카메라를	 망원경(혹은	 카메라	 렌즈)으로부터	 분리합니다.
24. 노스피스	 캡(혹은	 렌즈캡)을	 씌운	 다음	 실리카겔	 건조제와	 함께	 수납케이스	 등에	 잘	 보관합니다.

*Cooler	 OFF상태에서	 오랜시간동안	 외기에	 노출할	 경우	 표면	 이슬맺힘	 현상으로	 내부	 전자회로	 합선등
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기에	 장시간	 노출할	 경우에는	 Cooler	 OFF한	 후	 바로	 이슬방지용	 커버를	 씌워서	 보호조
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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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특기사항
•CDS-1100D,	 CDS-600D	 카메라는	 캐논의	 범용	 DSLR카메라를	 천체사진	 전용으로	 개
조한	 제품으로	 기존카메라의	 여러	 기능들이	 제거되었으며	 고화질	 천체사진영상을	 얻기
위하여	 냉각기능,	 렌즈	 후면에	 범용필터	 장착기능등이	 추가된	 카메라로서	 개조로	 인하
여	 달라진	 카메라의	 기능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미지센서에	 부착되어	 있던	 로패스	 필터는	 제거되었으며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투과하는	 MC코팅된	 
Hoya제품의	 클리어필터가	 장착되어있습니다.	 (*이	 필터는	 주문시	 천체사진	 전용의	 Baader사의	 2”	 
UV/IR	 	 Blocking필터로	 교체하여	 장착가능합니다.)

2. 로패스필터가	 제거되었으므로	 이미지센서에	 기록되는	 적외선감광부분의	 색수차으로	 인하여	 Bluring이	 
발생하여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질	 수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굴절광학계를	 이용한	 사진	 촬영의	 경우	 
반사광학계보다	 색수차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3. 사진촬영시	 UV/IR	 cut	 filter,	 광해필터,	 딮스카이필터를	 함께	 사용하여	 촬영할것을	 권장합니다.
4. Hoya	 R72필터	 등	 가시광선차

단/적외선투과필터를	 장착하면	 
적외선	 사진작품을	 찍을	 수	 있
습니다.

5. 카메라용렌즈를	 사용하여	 천체
사진을	 찍을	 경우	 각종	 촬영용	 
필터의	 장착은	 클리어필터(혹
은	 Baader	 UV/IR필터)	 전면의	 
48mm필터	 나사에	 2"필터를	 
장착한	 후	 카메라렌즈를	 마운트
합니다.

6. 망원경을	 이용한	 사진	 촬영의	 
경우	 필터의	 장착은	 2"노스피
스	 전면의	 48mm필터홀더에	 
2"필터를	 장착합니다.

7. 렌즈	 마운트의	 통신접접이	 없으
므로	 	 Canon의	 렌즈를	 사용할	 
경우에도	 바디와	 렌즈의	 통신을	 
전제로	 동작되는	 오토포커스기능,렌즈정보기록,초음파모터구동용	 펄스신호전달등이	 되지	 않습니다.	 

8.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메뉴얼	 초점조절까지도	 EOS	 Camera	 바디로부터	 전원공
급받아	 작동하는	 렌즈들(	 200mm	 F1.8L등)은	 CDS-600D,	 CDS-1100D에	 장착하여	 초점조절	 할	 수	 
없습니다.

9. CDS-1100D,	 CDS-600D는	 캐논이	 제공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10. 카메라에서의	 설정값변경은	 	 EOS	 Utility의	 Preferences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외의	 어떠

한	 설정값도	 별도조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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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안전주의
다음의	 언급된	 사항을	 올바로	 준수하여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손상을	 방지하
고	 신체적안전을	 지키십시오.

1. 전원어답터와	 파워코드를	 열이나는	 물체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코드의	 변형,절연체	 파괴로	 인하여	 화
재나	 감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인화성	 가스가	 있는곳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장비를	 떨어뜨리거나	 하우징이	 파손되어	 내부	 부품이	 들어난	 상태일	 경우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원

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4. 장비를	 분해하지	 마십시오.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5.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곳에	 카메라를	 보관하십시오.
6. 장비를	 습도가	 높은곳이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와	 감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카메라를	 의료장비와	 함께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파	 간섭에의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감전사고및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전원플러그는	 항상	 완전히	 꽂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및	 파워코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코드를	 구부리거나	 심하게	 꺽지	 마십시오.
•전원어답터와	 전원코드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하나의	 전원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원플러그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케이블	 표면이	 손상된	 파워코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콘센트	 주위에	 높은	 습도및	 많은	 먼지는	 전기적	 합선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청결히	 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하십시오.

•뜨거운	 태양아래의	 차안,	 직사광선아래,	 열이	 발생하는	 곳에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의	 파손및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신너,솔벤트,	 아세톤등	 유기	 용제로	 제품을	 닦지	 마십시오.화재및	 신체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보증
CDS-1100D,	 CDS-600D	 제품구입	 고객에게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수리	 보증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사용자가	 CentralDS	 개조를	 의뢰한	 경우에는	 개조가	 완료후	 제품	 
출하일로부터	 60	 일간	 무상수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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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entralds.net
Email support@centralds.net

phone: +82-42-321-5862 fax:+82-42-253-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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