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사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질수록 좀 더 풍부한 디테일과 높은 해상도의 사
진을 촬영하기 원합니다. 최근의 디지털 카메라는 고품질의 센서를 내장하여 이
러한사용자들의요구를실현시켜주고있지만, 일반적인DSLR 카메라의크고무
거운 바디를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크고 무
거운 SLR카메라가 아니라 SLR이 만들어주는 고품질의 사진이라는 점에 주목해
야 합니다. 

PEN은 누구나 원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고품
질의사진을 335g의 가볍고작은크기에담아냈으며, 크고부담스러운바디없이
도 DSLR 카메라 수준의 고품질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이면서도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할 만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고품질 사진을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촬영하세요. 
PEN이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_ NEW PEN

“매우 작고, 가볍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촬영을 즐겨라!”–1959년
PEN이첫등장했을때의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오늘날의 PEN도그때와
같은컨셉에서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PEN이 혁신적인기술을통해기
존에 비해 절반 크기에 불과한 작은 카메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PEN은 마이크로포서드시스템과함께크기의혁신을이루어냈습니다.
올림푸스의 목표는 오리지널 PEN처럼 휴대하기 편한 카메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PEN Concept

카메라 상단 및 바닥은 거친 느낌의 메탈릭 마감과 빛나는 알루미늄 재
질로 제작되었으며, 측면과 뒷면은 광택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또한 레이저로정밀하게가공처리된 E-P2의 모델네임은 PEN
의 스타일리쉬 디자인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Body Design

E-P2의 새로운 VF-2 외부 장착형 전자식 뷰 파인더는 시야를 넓혀주
고 사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를 통해
카메라의 설정을 점검하고 변경시킬 수 있으며, 아트 필터의 적용 효과
를 사전에 확인하고 수동 포커스를 더욱 편리하고 쉽게 다룰 수도 있습
니다. 또한 E-P2에 추가된 2가지의 새로운 아트 필터 효과와“i-EN-
HANCE”기능은 독특하고 개성있는 사진을 창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
다.

E-P2

E-P1은 렌즈 교환식 시스템을 채택하여 뛰어난 사진 품질과 함께 컴팩
트카메라처럼작고가벼운휴대성을동시에가지고있습니다. 따라서손
안에잡히는디자인으로도 SLR 품질의사진을즐길수있도록설계되었
습니다. PEN은새로운디지털시대를위한혁신적인스타일의디지털카
메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 EISA “유러피언카메라 2009-2010”
수상

E-P1

PEN은 세 가지의 고품질 컬러 마감을 통해 세련된 감각을 더욱 살렸습
니다. E-P1은 현대적인실버와화이트색상으로모던하게, E-P2는전통
적인 카메라의 블랙 컬러로 클래식한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감성에 따라 당신만의 PEN을 선택하세요. 

Body Color

SLR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위해서는피사체의이미지가렌즈를
통해미러와펜타프리즘에반사되고, 뷰파인더를통해우리의눈
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새로운 디자인의

카메라를 만드는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은 기
존과 같은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러를 없애 이미지
센서와 렌즈 마운트 사이의 거리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한렌즈마운트의크기도빛유입량의손실없이 6mm 가량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은 이미지 품질을 유지하면서 훨씬
작고 날씬한 카메라를 탄생시켰습니다. 

Technology



PEN은 크기, 디자인, 스타일은 물론 여러분의 창조적인 표현을 도와주는 놀라운
잠재력을가지고있습니다. 라이브뷰를통해사용자는사진을찍기전사전설정
값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트 필터를 통해 다양하고 흥미로운 촬영
스타일을경험할수있습니다. 또한 멀티종횡비기능은이미지표현의영역을넓
혀주며, DSLR 카메라의화질로구현되는고품질HD 무비를촬영할수있도록합
니다. 이처럼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은 당신이 언제나 손쉽게 고
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얻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 PEN과 함께 당신
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담으세요. 

CREATIVITY

6개의아트필터효과로흥미진진한이미지를표현해보세요. 아트필터를
적용하면 LCD 모니터에서촬영될화상을미리확인할수있어더욱색
다른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 필터를 사용하지 않
고 촬영한 RAW 이미지에도 아트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 E-P2는 8가지, E-P1은 6가지의 아트 필터 효과를 지원합니다.

(디오라마와 크로스 프로세스는 E-P2에서만 지원합니다.) 

새롭고 창조적인 사진을 위한 아트 필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4가지의 화면비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준으로 사용되는 4:3, 풍부하고 영화 같은 느낌의
16:9, 중형 카메라에서 사용되는 6:6, 35mm 필름 규격인 3:2 비
율로 당신이 원하는 다양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하세요. 

다양한 화면 비율의 지원

보다 안정된 촬영을 위한 VF-2 전자식 뷰파인더
피사체에초점을잡고반셔터를누르면자동으로피사체의움직임을카메라
가추적해서항상AF 상태를유지할수있습니다. 또한셔터를누르는간단
한동작만으로도움직이는피사체를원하는구도로촬영가능합니다.
* 피사체의형태와촬영환경에따라정확한피사체의추적이어려울수도있습니다. 

움직이는 피사체를 쉽게 촬영하는 AF 트래킹

“i-AUTO”기능에 새롭게 추가된“i-ENHANCE”화상 모드는 인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자동으로 피사
체를분석하고채도와콘트라스트를강조하여현장의분위기를강렬하게
재현한 특별한 사진을 만들수 있습니다.
* 일반촬영 / i-ENHANCE 촬영

새로운 iAUTO 기능“i-ENHANCE”

E-P2의 새로운 기능

HD 품질동영상을 16:9 (1280 x 720, 30 fps ) 와이드스크린이나 4:3 (640
x 480, 30 fps) 표준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PC에서도 원활히
재생되는 AVI Motion JPEG 형식으로 저장되며 일반 HD 비디오 카메라보
다더큰렌즈를채택하고있기때문에고해상도의동영상을촬영할수있습
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렌즈를 활용하여 아웃포커스 사진이나 역 원근법
등다양하고독특한렌즈교환식카메라의특징을살린영상을만들수있습
니다. 내장되어 있는 손떨림 방지 기능은 어떤 교환식 렌즈를 사용하더라도
스타일리쉬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게 합니다. 
* 프레임 레이트는 적용된 아트필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트필터 가운데 E-P2
의“디오라마”필터의 경우 프레임 저하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동영상촬영시에는전자식흔들림보정이적용됩니다. 그러나과격한카메라의움직임
은 전자식 흔들림 보정 기능을 통해서도 보정할 수없습니다.
*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Class 6의 SD/SDHC 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AF와 아트필터를통한 DSLR 퀄리티의 HD 무비

올림푸스는디지털 IC 레코더를통해사운드와관련된매우뛰어난기술
수준을 자랑해 왔습니다. 스테레오 리니어 PCM 시스템은 최고 수준의
음성 녹음 품질을 제공하며 영상 촬영 중의 소리 녹음이나 스틸 이미지
에적용할음향을미리녹음하는것을가능하게합니다. E-P2와함께라
면 옵션으로 SEMA-1 마이크로폰 셋이나 외장형 마이크로폰을 통해 고
품질 사운드 레코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고수준의오디오-스테레오리니어PCM 레코딩

PEN은 촬영 환경에 따라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 값을 조절하는 간편
촬영 모드, 그리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사용자가 조정 가능한 고급 촬
영 모드가 있습니다. 간편 촬영 모드는 촬영 시 피사체에 카메라를 가져
갔을 때 자동으로 최적화된 촬영 모드(인물/풍경/매크로/스포츠/야경/야
경&인물)를자동으로설정하는 iAUTO 모드와 19개의씬모드그리고아
트필터와 동영상 촬영을 포함합니다. 고급 촬영 모드는 P(프로그램),
A(조리개 우선), S(셔터 우선), M(매뉴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경&인물 모드는 외장 플래시가 장착되었을 경우만 적용됩니다.

고품질촬영을위한다양한촬영모드

라이브 뷰 기능을 통해 더 쉽게 다중 노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뷰 기능을사용하면처음촬영된사진을반투명상태로볼수있
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물을 미리 예상하여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더 간편해진 다중 노출 사진

팝아트
색을 보다 원색적으로 표현하여 강
렬한 느낌을 만들어 주는 팝아트 스
타일입니다

일반 촬영 아트필터 촬영

엷고 은은한 컬러
오래된 기억 속의 한 장면처럼 몽환
적이면서도신비로운분위기를연출
합니다.

소프트 포커스
미묘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
환상적이고소프트한느낌을연출해
줍니다.

일반 촬영 아트필터 촬영

라이트 톤
화면 전체의 계조를 풍부하게 만들
어 미묘한 느낌을 표현합니다.

거친 필름 효과
고감도 흑백 필름으로 촬영된 것과
같이 거칠고 강렬한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 냅니다.

토이 포토
주변부의 광량 저하현상으로
비밀스러운 공간을 창조해 냅니다.

디오라마
컬러와콘트라스트를강조하며근거
리와 원거리에 아웃포커스 효과를
적용시켜 마치 축소 모형을 촬영한
것과 같이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
는 필터입니다.

크로스 프로세스
컬러와콘트라스트의불규칙한변화
를 통해 독특한 분위기나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을 연출해 줍니다.

E-P2의 액세서리 포트에 장착되는 VF-2는
144만 고화소와 100% 시야율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SVGA와 1.15배의 배율*, 그리고
밝기를지원하는외장형전자식뷰파인더입
니다. 또한 VF-2 뷰파인더의 스크린은 세로
방향으로각도조절이가능하기때문에카메
라를 바닥에 두고 촬영하는 것과 같이 낮은
각도에서의 촬영에 유용합니다. VF-2의 표
시 화면은 라이트 컨트롤을 통해 LCD 모니터와 동일한 방식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 VF-2는 핫슈에 다른 액세서리가 마운트 된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촬영

악세서리포트

i-ENHANCE 촬영



마이크로포서드시스템은높은수준의사진품질을계승하면서도두께와다양한
시스템 구성품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PEN은 마이크로라는 단어를 사
용함에도불구하고포서드시스템과동급의이미지센서를사용하고있습니다. 또
한 1,230만 화소 고속 Live MOS 센서와 올림푸스 E-SYSTEM DSLR에 적용되
어 그 품질이 검증된 더스트 리덕션 시스템, 내장형 손떨림 보정 장치 등은 물론
새롭게개발된 TruePic V 이미지 프로세스엔진을사용하여높은수준의이미지
품질을 구현합니다. 

이미지 품질

M.ZUIKO DIGITAL 렌즈는 마이크로포서드시스템의마운트직경과신
호연결을가장적절하게활용하도록특별히고안되었습니다. 이작은렌
즈의디자인은수준높은사진촬영을위한다양한기능을반영하였으며
정지영상/동영상에서 이미지 센서에 감지되는 모든 사물에 대해 고화질
을 구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서드 시스템 전용 교환 렌즈는
별도의 어댑터(MMF-1)를 통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을 위해
개발된 M.ZUIKO DIGITAL 렌즈

이미지센서는 1,230만 화소의고속리드아웃을지원하는 Live MOS 센
서를사용합니다. 이센서는높은수준의광학적퍼포먼스를제공하는마
이크로포서드시스템과함께자연스러운색상과풍부한계조, 정교한디
테일을 고품질의 이미지로 정확하게 표현해 냅니다.  

1,230만 화소 고속 Live MOS 센서

<S-AF+MF> 혹은 <MF> 촬영 중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7배 또는 10배*
로포커스화면을확대할수있습니다. 그리고 E-P2의외장형전자식뷰
파인더(VF-2)를 사용할 경우 보다 편리하고 쉽게 정확한 포커스를 검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시화면 확대 기능을 통해 넓은 영역이라도 쉽게
포커스를 검출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 확대 비율은 다이얼 조작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간편한 수동 포커스를 위한 MF 어시스트 기능

이 모드는 이미지를 가로, 세로 각 18x18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324
개의분리된영역에서노출을측광합니다. 또한 324영역 ESP 측광은물
론 중앙 중점 평균 측광과 스팟 측광 모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정확한 측광을 위한 324영역 ESP 측광 모드

e-포트레이트 모드는 피부의 톤과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e-포트레이트 모드가 적용된상태에서촬영할경우효과가적용된사진
과 적용되지 않은 원본사진 두 가지로 저장이 되며 사진을 찍은 이후에
도 에디터 모드에서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된 이미지는 2560x1920사이즈로 저장됩니다.
*보정 효과는 특정 사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부 톤을 보정해 주는 e-포트레이트

HDMI가 지원되는 TV와 카메라를 연결하면 스테레오 사운드와 함께 높
은 수준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E-P2에서는 TV의 리모트
컨트롤 기능으로 재생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 HDMI-CEC 호환 TV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TV에 따라 특정 기능은 호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DMI 연결을 통한 TV에서의 동영상/사진 감상

새롭게 발전된 소형 이미지 보정 모듈은 최대 4EV 스텝까지 카메라의
흔들림을 보정해 주며, 카메라에 내장된 흔들림 보정 기능으로 인해 어
떤렌즈를사용하든흔들림보정기능이적용됩니다. 3가지 흔들림보정
모드(IS1, IS2, IS3)는 수평 혹은 수직 촬영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진을 보
장합니다. 이미지 보정 기능은 마운트 어댑터(별도 구매)를 사용해도 그
대로 적용됩니다.
*촬영 환경과 렌즈 타입에 따라 수정 효과는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4EV 단계의 내장 흔들림 보정 기능

이미지 센서 앞에 장착할 수 있도록 더 작게 디자인된 새로운 초음파 방
진 시스템(SSWF)은 초당 30,000회 이상의 초음파 진동을 발생시켜 이
미지센서의먼지를깨끗하게제거합니다. 이 고성능초음파는이미지센
서를 흔드는 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먼지와 미세 먼지까지도 해결해
줍니다.

더스트 리덕션 시스템

TruePic V 프로세스엔진은고성능 TruePic III+ 엔진의개정
판으로렌즈의성능을극대화시켜더깨끗한고품질의이미지
를 만들어 냅니다. 디테일을 손상시키지 않는 정교한 노이즈

제거는 ISO 6400에서 매우 민감한 촬영을 가능하게 하고, 섬세한 색상
변화를 재구성해 냅니다.

더욱 개선된 TruePic V 이미지 프로세스 엔진

PEN은 11개 영역의 다중 고속 이미저
AF 기능과 함께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충분한시야각이확보되는 LCD모니터를
탑재하고 있어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 인식 기능
을 통해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하
며, 역광 조정 기능(SAT)이 자동으로 얼
굴과배경의밝기를조절해줍니다. 라이
브 컨트롤은 당신이 사진을 찍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LCD에
보여주기 때문에 메인/서브 다이얼을 사
용하여화면에서눈을떼지않고쉽게사
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뷰 & 새로운 인터페이스
라이브 컨트롤 스크린

라이브 컨트롤 조작 다이얼

서브다이얼

메인다이얼



더 재미있고, 쉬운 카메라 사용을 위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액세서리를 준비했습니다. 액세서리는 카메라 본체에 장착 가능한
심플한 디자인의 고성능 컴팩트 전자 플래시, 뛰어난 질감의 사진을 찍
을 수 있는 M.ZUIKO DIGITAL 렌즈,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ZUIKO
DIGITAL 렌즈용 어댑터, 카메라를 더욱 쉽게 휴대할 수 있는 멋진 가
죽 스트랩과 카메라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사진의 편집을 도와주는
이미지 관리 및 편집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액세서리

E-P2 패키지 포함사항:
• BLS-1 리튬 이온 배터리
• BCS-1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
• VF-2 전자식 뷰파인더
• OLYMPUS Master 2 CD-ROM
• USB/AV 케이블
• 카메라 스트랩
* 카메라 패키지는 판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P1 패키지 포함사항:
• BLS-1 리튬 이온 배터리
• BCS-1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
• OLYMPUS Master 2 CD-ROM
• USB/AV 케이블
• 카메라 스트랩

세계최초의축소형렌즈로디자인된표준 3배줌렌즈는전체길이가겨
우 43.5mm로 매우 작고 경제적입니다. 일반적인 사진의 촬영에 적합하
도록 넓은 화각을 가진 이 렌즈는 일상적인 촬영이나 여행 등 다양한 용
도에 적합한 표준 렌즈입니다. 또한 렌즈 표면이 멀티 코팅되어 매우 높
은화질을 자랑합니다.
*호환 렌즈 중 디지털 카메라 타입.
•가장 가까운 초점 거리: 0.25 m •필터 크기:   40.5 mm
•크기(max. dia. x 전체길이):   62 mm x 43.5 mm  •무게: 150 그램

28-84mm(35mm 카메라 환산)
M.ZUIKO DIGITAL ED 14-42mm f3.5-5.6

M.ZUIKO 디지털 렌즈

144만 화소와 100% 시야율, 1.15X 배율*을 가
진 외장형 고해상도 전자식 뷰파인더로 E-P2
전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뷰파인더는 프로
페셔널비디오카메라에서사용되는외장형컬
러 뷰파인더 못지않은 높은 대비와 밝기를 지
원합니다. 또한 초점 조절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1m-1, 50mm at infinity.

VF-2
전자식 뷰파인더

PEN의 이동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전
용 외장형 광학 뷰파인더입니다. 밝은
프레임 타입을 채택하여 안정된 사진
구도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17mm F2.8 렌즈 전용
광학식 뷰파인더 VF-1

광학식 뷰파인더

* 루이까또즈 케이스 구성은 E-P1에만 적용 됩니다.

System Chart

소프트웨어

저장 가능한 사진 매수

올림푸스 마스터 2 (동봉)

올림푸스 마스터 2 시스템 요구사항
호환 가능한 OS: Windows 2000/XP/Vista/7*. Mac OS X (v.10.3 이상)
CPU: [Windows] 펜티엄 III 500 MHz 이상. [매킨토시] 파워 PC G3 500 MHz 이상, 인텔 코어 Solo/Duo 1.5 GHz 이상
RAM: 256MB 이상((512 MB 이상 권장)
HDD: 500 MB 이상
모니터: 1024 x 768 픽셀 이상 [윈도우: 65,536 컬러 이상(1,677만 컬러 이상 권장) [매킨토시: 32,000 컬러 이상(1,677만 컬러 이상 권장)]
그 외: CD-ROM 드라이브(설치 시 필요)

* 중간사이즈 선택 가능 (3200 x 2400, 2560 x 1920, 1600 x 1200.)
* 작은사이즈 선택가능 (1280 x 960, 1024 x 768, 640 x 480)
* 테이블 내에 표시된 수치는 4.3의 기본 화면 비율에서의 파일 사이즈와 촬영 가능 매수이며, 
설정과 피사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은 LN (Large/Normal )모드입니다.

이 PC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날짜에 따라 저장된 이미지를 당신의 생각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이미지 편집, 인쇄 기능 또한 제공되며 고화질 RAW이미지 현상, Art 필
터 이미지 현상, HD 동영상 재생장치/편집 기능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카메라(펌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가 용이하고 메뉴의 추가적인 언어도 가능합니다.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이 요구됩니다.

촬영 모드

RAW

이미지 크기
(픽셀) 압축비 파일크기 저장가능한사진매수

(1 GB SD/SDHC 카드사용시)
파일 포맷

ORF 14 54
101
145
320
477
269
395
776
1143
3563
5048
8654
10096

8.4
5.9
2.7
1.8
3.2
2.2
1.1
0.8
0.3
0.2
0.2
0.1

JPEG

저장방식 압축방식

대
4032×3024

중

소

최상 1/2.7
1/4
1/8
1/12

(무손실)

2560×1920
1/4
1/8
1/12

1/2.7

640×480
1/4
1/8
1/12

1/2.7

상
보통
기본
최상
상
보통
기본
최상
상
보통
기본

편리한 초점 범위를 가진 넓은 각도의 팬케이크 렌즈(35mm 카메라 환
산기준)로풍경에서부터인물, 접사등모든촬영이가능합니다. 전체길
이가겨우 22mm에불과한슬림디자인으로렌즈가카메라에마운트되
었을때에도매우작은부피로언제나휴대하기가편리합니다. 디지털전
용으로디자인된이렌즈는선명한고화질이미지를위해카메라의성능
을 최대화합니다.
•가장 가까운 초점 거리: 0.2m •필터크기:   37 mm

•크기(max. dia. x 전체길이):   57 mm x 22 mm  •무게: 71 그램

34mm(35mm 카메라 환산)
M.ZUIKO DIGITAL17mm f2.8

각각의M.ZUIKO DIGITAL ED 14-
42mm f3.5-5.6과 M.ZUIKO DIGI-
TAL 17 mm f2.8 렌즈를위한렌즈보
호 필터입니다.

PRF-D40.5 / PRF-D37

렌즈 보호 필터

MMF-1 렌즈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해 일
반적인 포서드 타입의 렌즈를 PEN에 마
운트할 수 있습니다.
* MMF-1을사용할때몇가지기능이제한될수있
습니다.

포서드 어댑터 MMF-1

마운트 어댑터

OM-2 렌즈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해 OM
렌즈를 PEN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초
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수동 초점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OM 시스템렌즈의일부는수입이제한될수있습
니다. OM 시스템렌즈생산은중단되었습니다.

OM 어댑터 MF-2

E-P2의 액세서리포트에연결하여고품질스테레
오리니어 PCM 레코딩기능을사용할수있는외
장형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입니다. 
*핫슈에다른액세서리가마운트된상태에서는사용이불가
능합니다.

1 SEMA-1
마이크로폰 셋

작동이 쉬울뿐 아니라 심플하고 멋지게 디자인된 외형 플래시는 메탈로
장식되어 카메라 본체와 잘 어울립니다.
컴팩트사이즈임에도이플래시는 28mm(35mm 카메라환산기준)의폭
넓은 조명각도를 제공합니다. PEN 기준으로 ISO 100에서 가이드넘버
(GN) 14 또는 ISO 200에서 가이드넘버(GN) 20일 때 가장 안정적인 적
정 밝기의 플래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FL-14

전자플래시

BCS-1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기
포함

BLS-1 
리튬 이온 배터리
포함

스트랩/케이스   

전원 공급 장치

SEMA-1*1 
마이크로폰 세트 1

외장형 오디오 입력

FL-50R*1 
전자식 플래시

FL-14*1 
전자식 플래시

FL-36R*1  
전자식 플래시

FL-20*1 
전자식 플래시

플래시

Lens Interchangeable 
Camera

Lens Interchangeable 
Camera

VF-1*1 
광학식 뷰파인더
(17mm F2.8 렌즈 전용)

뷰파인더 E-P2 전용

VF-2*1 
전자식 뷰파인더

M.ZUIKO DIGITAL 
17mm f2.8

M.ZUIKO DIGITAL 
ED 14-42mm f3.5-5.6
블랙

M.ZUIKO DIGITAL 
ED 14-42mm f3.5-5.6
실버

PRF-D37
보호필터

PRF-D40.5
보호필터

렌즈

포서드 렌즈

OM 렌즈
MF-2
OM 어댑터

MMF-1
포서드 어댑터

마운트 어댑터

*1 핫 슈에 다른 액세서리가 마운트 된 상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 기타 상업적인 판매 제품입니다.

USB 케이블 (포함)

AV 케이블(포함)

HDMI 케이블(별매) TV*2

PC*2

SD/SDHC 메모리 카드 (별매)*2 

USB 케이블 (포함)
프린터*2 
(PictBridge 호환)

OLYMPUS Master 2 
디지털 사진 관리 소프트웨어
포함

PC/TV/
Media

E-P2 전용

포함

RM-UC1 
리모트 케이블

리모트 컨트롤

E-P2 전용

E-P2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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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까또즈와 함께 제작한 PEN전용 Strap&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