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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CDS냉각6D는 캐논 eos 6D카메라를 냉각카메라로 개조한 것으로서 카메라의 CMOS센서를 바디 밖
으로 꺼내어 이것에 펠티어소자를 이용한 냉각모듈을 장착하여 상온대비 최대 -18°C( ± 2°C) 까지 이
미지 센서를 냉각하여 노이즈가 획기적으로 감소된 초고화질 천체사진 촐영이 가능하도록 만든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제품정보

＊CMOS센서	온도를	상온-18℃(±2℃)까지	냉각.	
＊장시간	노출	촬영시	비개조카메라	 비	월등한	이미지품질	제공	
＊디지털온도게를	이용한	실시간	냉각온도	모니터링	
＊원터치	드롭인	필터	장착시스템.	
＊고효율	펠티어	냉각소자	사용.	
＊	냉각모듈	전원공급:	5V,	1A	DC	전원	사용	(스마트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	사용)	
＊Canon카메라	부분	전원공급:	캐논	리튬이온배터리(LP-E6)	
＊이미지센서의	오리지널	로패스	필터는	제거됨	
	* Hoya	MC클리어필터	기본	장착.	
＊CAD	모델링에의한	3차원	최적화	설계	적용됨.	
＊CNC	공작기계에	의한	정밀	부품	가공.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초정밀	3점지지	이미지센서	평탄도	조절	
＊안정적인	이슬방지	시스템	
	*	저소음,무진동	쿨링팬	
	*	라이브뷰	포커싱	기능	사용가능	
	*	개조시	제거된	기능들:로패스필터,	기계식셔터,	센서크리닝,	바디와	렌즈통신(오토포커싱,	조리개조절)	
＊AF어답터	사용가능	(별매제품)	
＊무게	:	1,2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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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사용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서	수차례	테스트	촬영을	하면서	카메라의	기능을	익히면	카메라를	보다	잘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작및	촬영으로	인한	사고및	카메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먼저	'사용자	안전주
의'	'취급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물	목록	
첨부한	시스템차트와	카메라	내용물을	비교하여	귀하의	구입한	장비와	악세사리들이	카메라와	함께	포함되
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누락된	품목이	있으면	구입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CDS	냉각6D	바디	
2. FRM72	/베이스어답터	(M72	x	0.75mm피치	숫나사) 
3. CM2C	/드롭인필터시스템	+	캐논EF마운트	,	또는	(	CM2N	/	드롭인필터시스템	+	니콘F마운트) 
4. DFH48	/	48mm(2”)	필터홀더	(M48x0.75mm피치	및	52mm필터용	M52x0.75mm피치나사	포함) 
5. FR1	/필드로테이터	(M72	x	0.75mm피치	숫나사) 
6. ECR48	/	와이드T규격어답터(	M48	x	0.75mm피치	암나사) 
7. ECR54	/	다카하시망원경용	어답터	(	M54	x	0.75mm피치	숫나사) 
8. DTH-1	/디지털	온도계 
9. CT18	/	온도계	케이블 
10. PSC2	/	냉각모듈용	전원공급케이블(	5V	USB타입	3.5mm/1.4mm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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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의	작동및	책임		
본카메라는	SD메모리카드에	이미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메모리카드,카메라등의	결함때문
에	카메라	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에	촬영된	이미지의	기록실패,결함으로	인한	Data	손실에	 하
여	CentralDS는	어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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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른천으로	잘	닦으신후	전원	영결하지	마시고	CentralDS에	서	
비스	의뢰하십시오.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에	카메라를	두지	마십시오.	높은	온	
도는	카메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FRM72내측의	센서	평탄도	조절용	3점지지	나사(M2.5	육
각렌치나사)	를	임의로	조정하면	광축이	틀어질	수	있으니	
손 지	마십시오.		

•광축	임의조정	또는	임의로	분해한	제품은	품질보
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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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시스템을	끈	상태에서	카메라를	망원경에	장착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
시오.	카메라	표면에	생성된	이슬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슬이	맺히는	조건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카메라를	추운	곳에서	따뜻한	실내로	이동한	경우	카메라	부품에	이슬맺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읍니다.	
응결방지를	위해	비닐봉지등에	넣고	카메라의	온도가	실내온도와	같아진	다음에	꺼내어	사용하십시오.	

•장시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조제(실리카겔등)와	함께	밀폐된	수납장에	보관하거나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센서	먼지관리-이미지센서는	출고전	테스트	촬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클린한	상태를	확인	한	제
품에	한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entralDS	고객	서비스	자료에	의하면	약	전체	출고제품의2%	
제품에서	사용중	센서표면에	먼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사용중	이미지	센서에	점착된	
먼지로	인한	얼룩이	발견	되면	절 	임의	분해를	하지	마시고	CentralDS	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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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2N,	CM2C	마운트의	렌즈착탈용	레버:	렌즈	제거시	레버를	위쪽으로	올린	후,	렌즈
를	돌려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entralds.net/cam/?p=14761		

	
각부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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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촬영할	경우	다음의	순서 로	카메라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망원경에	장착하여	사진	촬영시	
1. [	ECR54	+	FR1]	또는	[	ECR48	+	FR1]를	이용하여	망원경에	카메라를	견고하게	장착합니다.		
2. 드롭인	 필터홀더에	 필터를	 장착합니다.**	 백포커스	 거리(nikonF마운트	 46.5mm,	 canon	 EF마운트

44mm)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터를	장착하시기를	권합니다.	
3. 쿨러파워	케이블	PSC2,	온도계케이블	CT18을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4. PSC2	케이블의	USB커넥터를	5V	DC(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또는	USB타입	충전기)	에	연결합니다.		
5. 캐논의	정품배터리(=LP-E6)를	카메라의	배터리	슬롯에	장착합니다.	
6. 캐논카메라	전원을	ON	합니다.	

7. 캐논카메라와	냉각모듈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8. 냉각온도의	변화를	체크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7~10분후	최 	냉각온도에	도달한	후	안정상태를	유지

합니다.	
9. 커메라의	라이브뷰	모드를	이용하여	촬영 상을	정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10. 사진	촬영을	시작합니다.	

AF어답터(CA1:별매품*)	 +	 카메라	렌즈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시	
1. 카메라	바디(FRM72)에서	드롭인필터	시스템(CM2C)를	분리합니다.	
2. 2인치	필터를	AF어답터(CA1)의	후면	48mm	나사부분에	장착합니다.	**	백포커스	거리(nikonF마운트	

46.5mm,	canon	EF마운트44mm)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터를	장착하시기를	권합니다.	

3. AF어답터(CA1)를	카메라바디의	FRM72	나사산에	돌려서	장착합니다.	
4. FRM72	측면	3점지지	무두나사를	살짝	풀어서	AF어답터	몸체를	회전하여	수평수직을	조정한	후	나사

를	고정합니다.	
5. 캐논렌즈를	AF어답터(CA1)에	장착합니다.	
6. PCB커넥터를	카메라	바디	바닥면	슬롯에	꼽습니다.	아래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entralds.net/cam/?p=14500	
7. 쿨러파워	케이블	PSC2,	온도계케이블	CT18을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8. PSC2	케이블의	USB커넥터를	5V	DC(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또는	USB타입	충전기)	에	연결합니다.		

9. 캐논의	정품배터리(=LP-E6)를	카메라의	배터리	슬롯에	장착합니다.	
10. 캐논카메라	전원을	ON	합니다.	
11. 캐논카메라와	냉각모듈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12. 냉각온도의	변화를	체크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7~10분후	최 	냉각온도에	도달한	후	안정상태를	유지

합니다.	

13. 커메라의	라이브뷰	모드를	이용하여	촬영 상을	정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14. 사진	촬영을	시작합니다.	

*	냉각모듈에	별도의	전원스위치는	없으며	전원을	연결하면	기능이	ON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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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S	냉각	6D는	온도조절기능이	없습니다.	전원연결	후	냉각	온도가	서서히	내려간	다음	안정된	상태에	도
달하여	최 	냉각	상태를	유지합니다.	
	
*Back	Focus	Distance는	Drop-In	Filter	Holder에	2mm	glass	filter가	장착된	상태를	기본으
로	하여	캐논	표준인	44mm로	조정되어	있으며	Drop-in	filter	Holder에	아무	필터도	없이	
촬영하거나	두께	2mm	이하의	필터를	장착할	경우	무한 거리	Focusing	Error발생합니다.	
상시적인	필터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권장필터:	Hoya	MC	Clear	52mm,	Baader	UV/IR	cut	48mm,	IDAS	LPS	P2	48mm	)	

*Baader	사의	필터는	Low	Profile	Filter	Cell(LPFC)	적용된	2”	filter	제품만	Drop-In	Filter에	장착	할	수	있습
니다.	
*TEC 쿨링모듈의	핵심부품인	펠티어	소자는	기온 비	전류소비	특성상	 기	온도가	높을	수록	효율이	좋고	
기온도가	낮아지면	TEC효율은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CDS냉각	6D는	겨울철보다	여름철	 기온도가	높을때에	최 	냉각성능을	발휘합니다.	

	
*BackyardEOS	또는	기타의	천체사진	촬영용	프로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는	Image	Sensor의	온도는	실제	이
미지센서의	현재	온도가	아니라	이미지센서에서	뒤쪽으로	2mm	공간을	두고	떨어져	위치하는	PCB	회로기
판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센서가	측정한	값으로서	이것은	냉각된	CMOS센서의	온도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냅
니다.	Astro	6D는	콜드핑거를	통하여	이미지센서를	직접냉각시키고	있으며	온도컨트롤러가	표시하는	냉각
온도는	콜드핑거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data로서	사진촬영프로그램에서	표시하는	CMOS	PCB의	온도(캐논	
exif	data)보다	약	3~7도	더	낮습니다.	

* 냉각모듈의	전원	OFF상태에서	오랜시간동안	외기에	노출할	경우	표면	이슬맺힘	현상으로	내부	전자회로	
합선등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하게	외기에	장시간	노출할	경우에는	전원을	OFF한	후	바로	이슬방지용	커버
를	씌워서	보호조치하십시오.	

개조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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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냉각6D	냉각	카메라는	캐논의	범용	Full	Frame	DSLR카메라인	eos	6D를	천체사진	
전용으로	개조한	제품으로	기존	카메라의	여러	기능들이	제거되었으며	고화질	천체사
진영상을	얻기위하여	냉각기능,	렌즈	후면에	범용필터	장착기능등이	추가된	카메라로
서	개조로	인하여	달라진	카메라의	기능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미지센서에	부착되어	있던	로패스	필터는	제거되었습니다.	
2. 이미지센서	전면에	가시광선과	적외선 역을	함께	통과시키는	MC	Clear	Filter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

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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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촬영시	필히	UV/IR	cut	filter,	광해필터,	딮스카이필터를	함께	사
용하여	촬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3. Hoya	R72필터	등	가시광선차단/적외선투과필터를	Drop-In	Filter	Holder에	장착하면	적외선	사진	작품
을	찍을	수	있습니다.	

4. 각종	촬영용	필터는	드롭인필터홀더	DFH48의	52mm	또는	48mm(=2”)	나사산을	이용하여	장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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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동으로	초점을	맞추어	사용하여야	합니다.	메뉴얼	초점조절까지도	EOS	Camera	바디로부터	전원공
급받아	작동하는	렌즈들(	200mm	F1.8L등)은	Astro	6D에	장착하여	초점조절	할	수	없습니다.	

7. 별매품인	AF어답터(=CA1)을	사용하면	렌즈접접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8. 기존의	광학식	뷰파인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CDS	냉각6D는	B셔터	전용의	카메라입니다.	셔터속도	조절스위치를	이용한	설정,	촬영은	가능하지만	

2~4초	이하의	노출시간의	사진에서는	노광시간제어는	불가능합니다.	

사용자	안전주의	
다음의	언급된	사항을	올바로	준수하여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손상을	방지하고	신체적안전
을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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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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품의	제품구입	고객에게는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간	무상수리	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단,	사용자가	CentralDS	개조를	의뢰하신	카메라의	경우	개조완료후	제품	출하일로부
터	60	일간	무상수리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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