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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과정 매뉴얼

이 안내문서에는 GR DIGITAL III 펌웨어를 리코카메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과 
이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순서를 따라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펌웨어 버전 확인

주의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드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최신의 펌웨어가 이미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업데이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카메라의 전원이 꺼진 상태인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매크로]버튼 (①)과 [재생]버튼 (②)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2-3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 펌웨어 버전이 표시되기까지는 대략 20초가 소요됩니다.

3. 모니터 상에 표시된 버전 정보에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 예: 만일 카메라의 현재 펌웨어 버전이 V1.00일 경우 
   [MAIN: V 1.00]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MAIN : V 1.00
BKUP: V X.XX
MONI : V X.XX
ADJD : V X.XX
EXTD : V X.XX
CPU1 : V X.XX
SH : XXXXXX
ST : XXXXXX

재생버튼 (②)

매크로버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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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펌웨어 파일 준비

1. 리코카메라 웹사이트 (www.ricohcamera.co.kr)에서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2. 다운로드 된 파일을 더블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열기]를 선택합니다.

•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3. 실행 및 [OK]를 선택하십시오.

• [GR DIGITAL 3 Update] 폴더가 생성되며 펌웨어 파일들이 [Firmware rel X.XX (X.XX는 버전 번호)] 폴더에
  복사됩니다. [glaunch3] (펌웨어 파일)과 [glaunch8] (조정값 파일)이 해당 폴더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3.펌웨어를 SD 메모리카드에 복사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 펌웨어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넣고 컴퓨터와 연결 (제공된 USB 케이블 사용) 하여 SD 메모리에 
  펌웨어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 

•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펌웨어 파일을 SD 카드에 직접 복사하는 방법
  (별도의 카드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USB 케이블로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펌웨어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 

1. 사용하시는 윈도우 PC에 DC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DL-10이 비활성인 것을 
확인하십시오. 

2. 만일 DL-10이 활성화 되어있을 경우 작업표시줄의 DL-10아이콘을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Exit]를 선택합니다.
• 작업표시줄에 DL-10 아이콘이 보이지 않을 경우 위의 작업을 수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충분한 잔량이 남아있는 베터리를 카메라에 넣어주십시오.

4.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넣고 전원을 켜십시오.

5. 카메라의 셋업 메뉴에 들어가 포맷[카드]를 선택 후 ▶버튼을 누르십시오.

glaunch3
glaunch8

glaunch3
glaunch8

hsotnicaM roFswodniW 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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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를 선택하고 ADJ./OK 버튼을 누릅니다.

• SD 메모리가 포맷됩니다. 

주의

만일 이미지가 저장된 카드를 포맷하실 경우 모든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카드를 포맷하기 전 카드내의 이미지 파일 들을 컴퓨터에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카메라의 전원을 끈 다음 카메라를 동봉된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작동됩니다. 만일 기다려도 작동되지 않을 경우 파워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주십시오.

• Windows PC에 DC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있을 경우 DL-10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DL-10을 종료하여 주십시오.

• Windows XP나 Windows Vista를 사용할 경우 [이동식 디스크] 대화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취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Max OS X를 사용할 경우 iPhoto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를 종료하여 주십시오.

8. 펌웨어 폴더 안의 [glaunch3] 및 [glaunch8] 파일을 [내 컴퓨터]안의 [RICOHDCX] 
장치의 최상위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주십시오. 

•카메라 드라이브 명칭은 사용하는 OS의 종류에 따라 [이동식디스크]와 같이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9. 파일이 정확하게 복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10. 윈도우
펌웨어 복사가 완료되면 작업표시줄의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아이콘을 더블 클릭
하십시오. 

매킨토시
[RICOHDCX] 아이콘을 [휴지통] 아이콘에 드래그&드롭 하십시오. 
아이콘이 사라지면 14번으로 넘어가십시오.

주의

10단계를 건너뛰실경우 펌웨어 파일 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USB 대용량 저장장치]를 선택 후 [중지]를 선택합니다.

12. [확인]을 클릭합니다.

glaunch3
glaunch8

glaunch3
glaunch8

RICOHDCX

hsotnicaM roFswodniW 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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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닫기]를 클릭합니다.

14. 카메라 전원를 끄고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카드 리더기를 사용하여 SD 메모리 카드에 펌웨어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 

1.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넣고 전원을 켜십시오.

2. 카메라의 셋업 메뉴에 들어가 포맷[카드]를 선택 후 [예]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십시오.

3. [예]를 선택하고 MENU/OK 버튼을 누릅니다.

•SD 메모리가 포맷됩니다. 

주의

만일 이미지가 저장된 카드를 포맷하실 경우 모든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카드를 포맷하기 전 
카드내의 이미지 파일 들을 컴퓨터에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카메라 전원을 끄고 SD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리더기에 삽입합니다.

5. 펌웨어 폴더 안의 [glaunch3] 및 [glaunch8] 파일을 SD 메모리카드 최상위 
디렉토리에 복사하여 주십시오.

6. 펌웨어 파일이 복사된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삽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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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펌웨어 업데이트

1. 카메라의 전원이 꺼진 상태인지를 확인하십시오.

2. ▲버튼(①) 을 누른 상태에서 [재생] 버튼(②)을 
2-3초간 누르고 계십시오.

•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에 대한 확인 요청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3. ▶버튼을 눌러 [예]를 선택한 다음 MENU/OK 
버튼을 누릅니다.

• 정상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다음의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Checking rewrite file]
   [Rewriting program]

4. 카메라의 전원이 자동적으로 꺼진 후 재시작 합니다.

• 만약 [잘못된 파일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질 경우 카메라 
모델명과 펌웨어 파일을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여 정확한 펌웨어 파일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SD 메모리 카드에 복사된 펌웨어 파일은 필요시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여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①)

재생버튼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