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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퀵 스타트 가이드를 한국인으로 읽으십시오.
→ www.polaroid.com/go-quick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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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메라는 이 호환됩니다

사진술: Harriet Browse
삽화: La Boca
스타일링: Agnes Montecinos Muñoz

1 ON | 버튼을 눌러 Polaroid Go 카메라를 켭니다.

OFF 버튼. 필름 카운터 디스플레이는 남은 사진 수를
보여줍니다. ‘0’이어야합니다.

2 필름 도어 버튼을 밀어서 도어를 당겨 엽니 다.

7 셀카를 찍어보세요. 뷰 파인더에는 자체 반사 셀카

거울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자신을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8 사진이 필름 실드 아래로 나옵니다. 5 초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런 다음 필름 실드를 부드럽게 들어 올려 다시
안으로 넣으십시오. 사진을 제거하십시오.
3 필름 카세트의 색상을 카메라에 표시된 색상과

일치시킵니다. 먼저 카세트의 두꺼운 끝을 밀어 넣고
제자리에 놓이게하십시오. 나중에 빈 필름 팩을 제거 할
때 필요하므로 당김 탭을 그대로 둡니다.

9 사진을 흔들지 마세요! 사진을 어두운 곳에 두거나

평평한 표면에 뒤집어서 빛을 차단합니다. 필름 팩의
개발 시간을 따르십시오.

4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필름 도어를 닫습니다. 필름

실드로 덮인 다크 슬라이드가 방출됩니다.

5 다크 슬라이드를 제거하고 필름 실드가 다시

들어가도록합니다.

6 피사체를 겨냥하고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플래시가

Quick Start
Guide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손가락으로 플래시를 가리지
않도록주의하세요.

polaroid.com/go-manual에서 전체 Polaroid Go
카메라 설명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