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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자재 전문업체 SMDV의 새로운 사진조명, B360TTL이 출시되었다. 

SMDV, Small but Powerful
1kg의 작은바디에 모든 걸 담았다 SMDV 'B360TTL' 

최근 소비자들은 출사 및 스튜디오 촬영 시에도 촬영

현장의 편의성, 간편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SMDV의 

B360TTL은 이 부분에 특화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제조사 중 유일하게 TTL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SMDV는 1.25kg (배터리포함) 작은 바디안에 

HSS, TTL, RPT, Wireless control 등 전문 사진가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기능을 탑재하였다.

우선 배터리타입으로 출시되어 전원을 꽂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촬영이 가능하며, 바디 1kg, 배터리 

0.25kg으로 동종대비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촬영에

도 부담이 적다. 전용송신기 브랜드도 총 4개로 캐논, 니

콘, 소니, 후지필름 제품을 지원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그

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블루투스로 전세계 어디서든 손

쉽게 할 수 있어, 해외 유저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무엇보다 기존 Briht360TTL 사용자는 B360TTL로 하드웨

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전작인 Briht360

과 B360의 외형이 쌍둥이처럼 유사하게 개발된 이유 중 

하나이다. 

기존 Briht360 사용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가지고 사용

해 왔을 것이다. 국산 제품으로 TTL기술을 탑재한 사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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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이용하는데 광질과 사용편의성은 확실히 좋지만 확장성과 호환성

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후속으로 나

온 B500TTL의 경우 이 모든 문제를 개선하고 출시 되었기에, B360TTL

은 전작의 불편함을 당연히 개선 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출시 후 맞이한 

B360TTL은 생각 그 이상이었다. 

B360TTL을 사용해 보면, 의외의 부분에 놀랄 때가 있다. 우선 동조기 

Auto Link 기능으로 캐논/니콘/소니/후지필름 의 동조기를 사용할 때, 따

로 지정할 필요없이 전원만 켜면 바디와 바로 연동이 되어 촬영이 가능하

다. 그리고 내부에 선이 많으면 잦은 에러와 AS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

고 했던가, B 시리즈 조명은 각 파트를 이어주는 선이 없다. 개발단계부터 

모든 파트를 모듈화하여 강한 충격에도 쉽사리 에러가 나지 않으며 AS도 

간편하게 개발하였다. 

실제로 필자가 야외촬영을 하면서 만난 바람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조명

과 땅이 강한 입맞춤을 한적이 몇몇 있다. 조명이 땅이 만날 때, 주마등처

럼 B360TTL과 만난 시점부터 이제 끝이구나 할 시간까지의 이미지가 필

름처럼 지나가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B360TTL로 달려갈 때가 많았다. 하

지만 그 때마다 탱크 같은 강인함으로 바로 촬영이 되는 모습을 보고는 엄

지를 치켜세웠었다. 외관의 상처쯤이야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SMDV에 AS문의를 하니 케이스 교환을 쉽게 해주어 새것처럼 지

금도 잘 쓰고 있다. 

사용시 가장중요한 광질을 보면 단계별 광량의 변화는 상당히 균일하며 

광량별 색온도도 변화의 폭이 좁아 어느 단계든 색온도 변화에 걱정없이 

촬영이 가능하다. 듀레이션타임 또한 우수하여 실내외 촬영에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가져올 사진조명이라 생각된다. 

2003년에 창립하여 18년이 된 SMDV는 사진 촬영 시 필요한 무선 릴리

즈를 출시하며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다. 첫 제품부터 자체 개발한 제품으

로 출시를 한 SMDV는 이 후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한 제품들을 시장에 선

보이며 특허받은 소프트박스인 ‘SPEEDBOX’, 유무선 릴리즈’RFN4’, 유무

선 동조기’FLASHWAVE’,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의 제품으로 

메가 히트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분야 뿐만 아니라 영상분야에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영

화, 드라마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조명과 제품들이 2020년

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개발력을 앞세워 

지속적인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15년 경력의 사진가 출신인 김종석 대표는 경험을 바탕으

로, 사진가의 입장에서 다루기 쉽고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왔다. 사진작가가 만드는 브랜

드 SMDV는 앞으로의 제품들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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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 : https://www.facebook.com/SMDV.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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