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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PIX TicoRAW 기술, 니콘 Z 9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의 고효율 RAW 레코딩 기능에  적용됨 

카메라 전문가가 스틸이미지 및 동영상 RAW 포맷으로 고해상도의 이점을 

누리면서 저장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명하고 전략적인 움직임!  

Mont-Saint-Guibert, 벨기에, 2021년 12월 07일 – 인투픽스는 오늘 니콘의 최신 플래그십 Z 9 미러리스 카메라를 

포함한 차세대 니콘 카메라에 TicoRAW 기술을 성공적으로 통합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니콘은 인투픽스 TicoRAW 기술을 선택하기 위해 대담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시도로, 라이브 

스포츠, 영화, 야생 동물 다큐멘터리 또는 기타 도전적인 환경에서 이미징 전문가의 모든 고급 및 향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게 됨으로, 기존 카메라의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기능 덕분에 새로운 

Z 9 카메라는 최대 8K 및 60fps 의 고효율 RAW 

레코딩 (2022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 가능) 

을 제공하여 RAW 형식의 모든 이점을 유지하면서 

매우 낮은 전력 소비와 매우 빠른 전송 속도를 

보장합니다.  

TicoRAW 를 사용하면 캡처된 센서 데이터의 전체 

품질이 유지되는 동시에 대역폭과 스토리지 요구 

사항이 줄어듭니다. 스틸이미지와 RAW 동영상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기술은 높은 이미지 품질과 매우 높은 해상도, 높은 프레임 속도 및 높은 동적 

범위 워크플로우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TicoRAW 는 이러한 낮은 복잡성으로 압축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RAW 코덱입니다. 또한 사용된 해상도 및/또는 프레임 속도에 관계없이 이 매우 빠른 형식을 

편집을 위해 유지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인투픽스는 니콘과 협력하게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이상과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더 아름다운 이미지와 비디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미지 

메이킹을 경험하십시오.” 라고 인투픽스의 CEO 인 Gael Rouvroy 이 설명했습니다. 

이 최신 혁신으로 인투픽스와 니콘은 모든 카메라 애호가를 이 환상적이고 무한한 이미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 두회사는 인투픽스 TicoRAW 기술 솔루션과 새로운 니콘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각 회사에 연락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http://www.intopix.com/
https://www.nikonusa.com/en/nikon-products/product/mirrorless-cameras/z-9.html#tab-ProductDetail-ProductTabs-Overview
http://www.intopix.com/tico-raw
https://www.linkedin.com/in/gaelrouvroy/
https://www.intopix.com/contact
https://www.nik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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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콘 소개 

Nikon 은 1917 년 설립된 이후로 전 세계 광학 기술 시장의 개척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카메라와 

쌍안경에서 FPD, 반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 현미경, 측정기기 및 의료 분야과 같은 산업용 정밀 장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니콘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재료 가공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핵심 수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니콘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www.nikon.com   

 

인투픽스 소개 

인투픽스는 혁신적인 이미지 처리 및 압축 솔루션을 만들고 라이선스합니다. 독특한 IP-코어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여 더 많은 픽셀을 관리하고, 지연 없이 품질을 유지하고, 비용과 전력을 절약하고, 스토리지 및 연결을 단순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이미지 경험을 제공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솔루션은 HD, 4K 또는 8K 비디오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비압축 비디오를 대체하고, 항상 최고 품질로 최저 대기 시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미징 워크플로우 

및 새로운 장치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intopix.com 를 참조하십시오. 

 
 

보도자료:  

Julie Van Roy 

+32 10 23 84 70         

press@intopix.com   

 

 

>> Press Release images are available here 

>> More Press images are availab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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