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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각 부분의 위치 및 기능 

이 절에서는 카메라 시스템 구성의 예를 보여 줍니다.

1) MPA-AC1(미국 및 캐나다 모델만)
   AC-NB12A(미국 및 캐나다 모델 제외)

SELP28135G
SEL1635Z 
SELP18200
렌즈

ECM-MS2
마이크

IFU-WLM3
USB 무선 LAN 모듈
(기본 제공)

S/N/H/G 시리즈
XQD 메모리 카드

BP-U30, BP-U60, 
BP-U60T, BP-U90
배터리 팩
(BP-U30 기본 제공)

RMT-845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기본 제공)
그립 리모트 컨트롤(기본 제공)

VCT-FS7
숄더 어댑터

PXW-FS7

AC 어댑터(기본 제공) 1)

XDCA-FS7
익스텐션 유닛

무선 어댑터
CBK-WA100

BP-GL65A, BP-GL95A, BP-L60S, 
BP-L80S, BP-FL75
배터리 팩

HXR-IFR5
인터페이스 유닛

AXS-R5
포터블 
메모리 레코더

BC-U1, BC-U2
배터리 충전기
(BC-U1 기본 제공)

MRW-E80
XQD 카드 리더

LA-EA3, LA-EA4
A-마운트 어댑터

UWP-D11, UWP-D12
무선 마이크 패키지

HVL-LBPC 
비디오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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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뷰파인더 커넥터(21페이지)

2. REMOTE 커넥터(24페이지)

3.  INPUT1(LINE/MIC/MIC+48V) 스위치
(40페이지)

4.  INPUT2(LINE/MIC/MIC+48V) 스위치
(40페이지)

5. 그립 장착(24페이지)

6. USB 무선 LAN 모듈 커넥터

7. 레코딩 표시등(85페이지)
레코딩 미디어의 남은 용량 또는 배터리 잔
량이 낮은 경우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8. 줄자 후크
줄자 후크가 이미지 센서와 같은 면에 있습
니다. 캠코더와 피사체 사이의 거리를 정확
하게 측정하려면 이 후크를 기준점으로 사
용하십시오. 줄자의 끝을 후크에 부착하여 
피사체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
다.

9.  WB SET(화이트 밸런스 설정) 버튼(40페
이지)

10. 렌즈 잠금 핀(23페이지)

11. 렌즈 분리 버튼(23페이지)

12. 액세서리 슈

13. 핸들 레코딩 START/STOP 버튼
잠금 레버가 잠금 위치에 있을 때는 레코딩 
버튼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14. 핸들 줌 레버(61페이지)

15. 멀티 인터페이스 슈

멀티 인터페이스 슈에서 지원되는 액세서

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판매 대리점에 문

의하십시오.

각 부분의 위치 및 기능 

각 부분의 사용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기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
B 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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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슈 부착하기

1.  슈 스프링의 앞쪽 끝을 들어올리고 스프링
에 새겨진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밉니다.

2.  슈의 돌출부와 마운트 위의 해당 지점을 
맞춰서 액세서리 슈 마운트 위에 액세서리 
슈를 올려놓고 4개의 나사를 조입니다.

3.  U 모양 부분이 액세서리 슈의 끝과 맞도록 
화살표 방향으로 슈 스프링을 삽입합니다.

액세서리 슈 분리하기
“액세서리 수 부착하기”의 1단계에 설명된 대

로 슈 스프링을 분리하고 4개의 나사를 제거

한 후 액세서리 슈를 분리합니다.

액세서리 슈

액세서리 슈

슈 스프링슈 스프링

슈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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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RT/STOP 버튼

2. ND FILTER 스위치(39페이지)

3. ASSIGN(어사인) 1 ~ 3 버튼(42페이지)

4. PUSH AUTO IRIS 버튼(38페이지)

5. PUSH AUTO FOCUS 버튼(36페이지)

6. FOCUS 스위치(36페이지)

7. DISPLAY 버튼(13페이지)

8. FULL AUTO 버튼(35페이지)

9. POWER 스위치(18페이지)

10. IRIS 다이얼(42페이지)

11. STATUS CHECK 버튼(15페이지)

12. HOLD 스위치(85페이지)

13. CH1 (AUTO/MAN) 스위치(40페이지)

14. AUDIO LEVEL (CH1) 다이얼(40페이지)

15. CH2 (AUTO/MAN) 스위치(40페이지)

16. AUDIO LEVEL (CH2) 다이얼(40페이지)

17.  SLOT SELECT(XQD 메모리 카드 선택) 
버튼(27페이지)

18. CANCEL/BACK 버튼(52페이지)

19. MENU 버튼(54페이지)

20. THUMBNAIL 버튼(51페이지)

21. 오른쪽 버튼 
썸네일 화면 및 메뉴에서 숫자 값을 설정

하고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데 사

용됩니다.

22. SEL/SET(선택/설정) 다이얼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위/아래로 이동하

여 메뉴 항목 또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항목을 적용하려면 누르십시오.

23. 왼쪽 버튼
썸네일 화면 및 메뉴에서 숫자 값을 설정

하고 커서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

됩니다.

24. SHUTTER 버튼(39페이지)

25.  WHT BAL(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선택) 
스위치(39페이지)

26.  WHT BAL(화이트 밸런스) 버튼(39페이지)

27. GAIN(게인 선택) 스위치(38페이지)

28. ISO/게인 버튼(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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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폰 커넥터(37페이지)

2. XQD 카드 슬롯 A(27페이지)

3. SD 카드(구성 데이터 저장용) 슬롯(28페이지)

4. XQD (A) 액세스 표시등(27페이지)

5. SD 카드 액세스 표시등(28페이지)

6. XQD (B) 액세스 표시등(27페이지)

7. USB 커넥터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캠코더

의 XQD 카드 슬롯에 있는 레코딩 미디어에 

액세스합니다.

8. XQD 카드 슬롯 B(27페이지)

9. 내장 스피커(37페이지)

10. 미디어 덮개 분리 버튼(27페이지)

11. 익스텐션 유닛 커넥터(29페이지)

12. 후면 레코딩 표시등(35페이지)

13. DC IN 커넥터(19페이지)

14.  BATT RELEASE(배터리 분리) 버튼(18
페이지)

15. 배터리(18페이지)

16. 배터리 팩 장착부(18페이지)

17.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센서(32페
이지)

18. 내장 마이크(40페이지)

19. INPUT1(오디오 입력 1) 커넥터(40페이지)

20. INPUT2(오디오 입력 2) 커넥터(40페이지)

21. SDI OUT 1 커넥터(89페이지)

22. SDI OUT 2 커넥터(89페이지)

23. HDMI OUT 커넥터(89페이지)
 

바닥면

1. 트라이포드 나사 구멍(1/4인치, 3/8인치)
1/4-20UNC 나사 및 3/8-16UNC 나사와 

호환됩니다.

트라이포드(옵션, 나사 길이 5.5mm 이하)

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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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파인더

뷰파인더(기본 제공) 및 아이피스 장착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2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CONTRAST 노브

2. PEAKING 버튼

3. ZEBRA 버튼

4. MIRROR 스위치

5. 아이피스 장착 후크

 아이피스

아이피스(기본 제공) 장착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디옵터 조정 노브

2. 아이컵

 렌즈(PXW-FS7K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렌즈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그립 리모트 컨트롤

그립 리모트 컨트롤(기본 제공) 장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줌 레버

2. ASSIGN(어사인) 4 버튼

3. 어사인 다이얼

4. ASSIGN(어사인) 6 버튼

5. 레코딩 START/STOP 버튼

6. 멀티 선택기

7. 그립 회전 버튼

8. ASSIGN(어사인) 5 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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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

1. DATA CODE 버튼
이 버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TC RESET 버튼

3. SCAN/SLOW 버튼

4.  (PREV/NEXT) 버튼

5. PLAY 버튼

6. STOP 버튼

7. DISPLAY 버튼

8. 리모트 컨트롤 트랜스미터

9. START/STOP 버튼

10. 줌 레버

11. PAUSE 버튼

12. MODE 버튼
이 버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3. ◀/▶/▲/▼/ ENTER 버튼

 익스텐션 유닛(옵션)

익스텐션 유닛(옵션) 장착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2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BATT RELEASE 버튼

2. 배터리 커넥터

3. GENLOCK IN

4. DC IN

5. DC OUT

6. 레코딩 표시등

7. REF OUT

8. TC IN/OUT

9. TC IN/OUT 스위치

10. RAW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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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셔터 모드/셔터 속도 표시등(39페이지)

2. ND 필터 표시등(39페이지)

3. 게인 표시등(38페이지)
System 메뉴에서 Base Setting(82페이지) 

> Shooting Mode가 "Cine EI"로 설정된 

경우 EI 값으로 표시됩니다.

4. 포커스 위치 표시등
포커스 위치를 표시합니다(포커스 설정 표

시 기능을 지원하는 렌즈가 장착된 경우).

5.  레코딩 모드, 슬롯 A/B 아이콘 및 상태 표
시등

S&Q A / B ●Re.   슬로우 앤 퀵 모

션, 하이 프레임 

레이트 모드 레

코딩

S&Q A / B  Stb.   슬로우 앤 퀵 모션, 하이 프

레임 레이트 모드 대기

 A / B ●Re.  레코딩

 A / B   Stb.  Standby

 A / B ● 픽쳐 캐시 레코딩

 A / B ● Cach.  픽쳐 캐시 대기

화면 표시

 뷰파인더 화면

촬영(레코딩/대기) 및 플레이백 중에는 캠코더 상태와 설정이 뷰파인더에 표시된 이미지에 수

퍼임포즈 됩니다.

DISPLAY 버튼을 사용하여 정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표시하거나 숨길 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72페이지).

이미지 센서로 캡처한 17:9 화면비 영상이 뷰파인더에 표시됩니다. 16:9 레코딩 포맷에서 왼쪽

과 오른쪽 가장자리의 어두운 부분은 레코딩 되지 않습니다.

촬영 중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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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슬롯 B 아이콘 및 상태 표시등 

B ●Re.  레코딩

B  Stb.   Standby

7. 외부 RAW 레코딩 표시등(46페이지)

8. 피사계 심도 표시

9. 색온도 표시등(39페이지)

10.  S&Q 모션 프레임 레이트 표시등  
(77페이지)

11.  남은 배터리 용량/DC IN 전압 표시등(18
페이지)

12. 레코딩 포맷(영상 크기) 표시등(82페이지)
XQD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되는 영상 크

기를 표시합니다.

13.  레코딩 포맷(프레임 레이트 및 스캔 방
법) 표시등

14. 레코딩 포맷(코덱) 표시등(38페이지)
XQD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되는 포맷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15. 감마/모니터 LUT 표시등(65, 71페이지)
감마 설정을 표시합니다. Shooting 

Mode(82페이지)가 “Cine EI”로 설정

된 경우, XQD 메모리 카드에 비디오를 

레코딩하기 위한 감마 또는 모니터 LUT 

설정을 표시합니다.

16. 외부 출력 포맷 표시등(70페이지)

17. 타임코드 외부 잠금 표시등
외부 장치의 타임코드에 잠겨 있는 경우 

"EXT-LK"가 표시됩니다.

18. Wi-Fi 연결 상태 표시등(47페이지)
Wi-Fi 기능을 "Enable"로 설정했을 때 

표시됩니다. 캠코더에 IFU-WLM3이 장

착되어 있지 않으면 가 표시되지 않습

니다.

19. GPS 상태 표시등(46페이지)
GPS 상태를 표시합니다.

20. 포커스 어시스트 표시등(43페이지)
포커스 감지 영역을 나타내는 감지 프레

임(포커스 영역 마커)과 해당 영역 내에서 

포커스가 맞는 정도를 나타내는 레벨 바

(포커스 어시스트 표시등)를 표시합니다.

21. 비디오 신호 표시등(16페이지)

파형, 벡터스코프, 히스토그램을 표시합

니다.

22.  슬롯 A/B 미디어 상태/남은 용량 표시등
(27페이지)
아이콘의 왼쪽이 주황색이 되면 미디어에 

레코딩됩니다.

아이콘 오른쪽 위의 녹색 표시등이 켜지

면 미디어를 플레이백합니다.

23. 스피릿 레벨 표시등
수평 레벨 및 전후 기울기를 ±1° 간격

으로 최대 ±20°까지 표시합니다.

24. 오디오 레벨 미터

25. 클립 이름 표시등(51페이지)

26. 포커스 표시등

27. 타임 데이터 표시등(41페이지)

28. SD 카드 표시등

29. SDI 출력 제어 상태 표시등(89페이지)

30. 화이트 밸런스 모드 표시등(39페이지)

W:P  프리셋 모드

W:A  메모리 모드 A

W:B 메모리 모드 B

31. AE 모드 표시등(38페이지)

32. 오트 아이리스 표시등(38페이지)

33. AGC 표시등(38페이지)

34. 오트 셔터 표시등(39페이지)

35. 포커스 모드 표시등

36. 이미지 스태빌라이제이션 모드 표시등

37. 줌 위치 표시등
0(광각)~99(망원) 범위로 줌 위치를 표

시합니다(줌 설정 표시 기능을 지원하는 

렌즈가 장착된 경우).

38. 아이리스 위치 표시등
포커스 위치를 표시합니다(포커스 설정 

표시를 지원하는 렌즈가 장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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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 중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플레이백 영상에 수퍼임

포즈 됩니다.

1. 클립 번호/총 클립 수

2. 플레이백 모드

3. 남은 배터리 용량 표시등

4. 플레이백 포맷(영상 크기) 표시등

5. 플레이백 포맷(프레임 레이트) 표시등

6. 플레이백 포맷(코덱) 표시등

7. Wi-Fi 연결 상태 표시등(47페이지)
Wi-Fi 기능을 "Enable"로 설정했을 때 표

시됩니다. 캠코더에 IFU-WLM3이 장착되

어 있지 않으면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8. 미디어 표시등

9. 오디오 레벨 표시등
레코딩 시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다.

10. 타임 데이터 표시등
VF 메뉴의 Display On/Off >Timecode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DISPLAY 버튼을 

누르면 타임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Status 화면 

상태 화면을 표시하려면

·STATUS CHECK 버튼을 누릅니다.

상태 화면으로 전환하려면

·SEL/SET 다이얼을 돌립니다.

·멀티 셀렉터를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상태 화면을 숨기려면

·STATUS CHECK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 상태 화면
카메라의 전자 셔터 설정 및 렌즈 상태를 표

시합니다.

ISO/Gain/EI<H> ISO/게인/EI<H> 설정

ISO/Gain/EI<M> ISO/게인/EI<M> 설정

ISO/Gain/EI<L> ISO/게인/EI<L> 설정

Shutter  셔터 설정(속도/각도/ECS/

Off)

Iris 렌즈에서 얻은 F-스톱 값

Zebra1  Zebra1의 켜기/끄기 설정 및 

레벨

Zebra2   Zebra2의 켜기/끄기 설정 및 

레벨

Gamma  감마 선택 설정

White  화이트 밸런스 모드 및 설정

Focal Length  렌즈에서 가져온 포커스 길이

AE Level  AE 레벨 설정

AE Speed  AE 제어 속도 설정

AGC Limit  AGC 기능의 최대 게인 설정

A.SHT Limit   오토 셔터 기능의 가장 빠른 

셔터 속도

AE Mode   AE 모드 설정(Backlight/

Standard/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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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상태 화면
각 채널의 입력 설정, 오디오 레벨 미터 및 윈

드 노이즈 차단 필터 설정을 표시합니다.

CH1 레벨 미터  채널 1 오디오 레벨 미터

CH1 Source  채널 1 입력 소스

CH1 Ref./Sens. 채널 1 입력 레퍼런스 레벨

CH1 Wind Filter  채널 1 마이크 윈드 차단 필

터 설정

CH2 레벨 미터  채널 2 오디오 레벨 미터

CH2 Source   채널 2 입력 소스

CH2 Ref./Sens.  채널 2 입력 레퍼런스 레벨

CH2 Wind Filter  채널 2 마이크 윈드 차단 필

터 설정

Monitor CH   모니터 채널 설정

Headphone Out  헤드폰 출력 타입 설정

시스템 상태 화면
비디오 신호 설정을 표시합니다.

Country   NTSC 또는 PAL 지역 설정

Rec Format    XQD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

되는 포맷

Picture Size    XQD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

되는 영상 크기

Frame Rate    XQD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

되는 프레임 레이트

Rec Function   활성화된 특수 레코딩 포맷 

및 설정

Simul Rec   동시 레코딩 켜짐/꺼짐 상태

Picture Cache Rec   픽쳐 캐시 레코딩 켜짐/꺼짐 

상태

Video Light Set   HVL-LBPC 비디오 조명 켜

짐/꺼짐 표시등

 

비디오 출력 상태 화면
SDI, HDMI 및 비디오 출력 설정을 표시합니

다.

SDI1   출력 영상 크기 

   색공간  

   화면 표시 출력 

   Gamma

SDI2   출력 영상 크기 

   색공간  

   화면 표시 출력 

   Gamma

HDMI   출력 영상 크기 

   색공간 

   화면 표시 출력 

   감마

REF   출력 영상 크기

RAW   출력 영상 크기

어사인 버튼 상태 화면
각 어사인 버튼에 지정된 기능을 표시합니다.

1 어사인 1 버튼에 지정된 기능

2 어사인 2 버튼에 지정된 기능

3 어사인 3 버튼에 지정된 기능

4 어사인 4 버튼에 지정된 기능

5 어사인 5 버튼에 지정된 기능

6 어사인 6 버튼에 지정된 기능

IRIS Dial  IRIS 다이얼에 지정된 기능

Assignable Dial 어사인 다이얼에 지정된 기능

배터리 상태 화면
배터리 및 DC IN 전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

니다.

Detected Battery  배터리 유형

Remaining   남은 용량(%)

Charge Count  재충전 횟수

Capacity   남은 용량(Ah)

Voltage   전압(V)

Manufacture Date 배터리 제조 날짜

Video Light    비디오 표시등 배터리의  

Remaining  남은 용량을 표시합니다.

Power Source  전원

Supplied Voltage  공급된 전원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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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상태 화면
레코딩 미디어(XQD 메모리 카드 A 및 B)의 

남은 용량과 남은 레코딩 시간을 표시합니다.

Media A

information

슬롯 A에 레코딩 미디어를 삽

입한 경우 이 미디어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Media A

protection

슬롯 A에 삽입된 레코딩 미

디어가 보호되는(잠겨진) 경

우 이 잠금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참고

XQD 메모리 카드는 캠코더

를 사용하여 보호할 수 없

습니다.

Media A

remaining ca-

pacity meter

슬롯 A에 삽입된 레코딩 미디

어의 남은 용량을 막대 그래

프에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Media A 

remaining re-

cording time

슬롯 A에 삽입된 레코딩 미디

어의 남은 예상 레코딩 시간

을 현재 레코딩 조건에 따라 

분 단위로 표시합니다.

Media B

information

슬롯 B에 레코딩 미디어를 삽

입한 경우 이 미디어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Media B

protection

슬롯 B에 삽입된 레코딩 미

디어가 보호되는(잠겨진) 경

우 이 잠금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참고

XQD 메모리 카드는 캠코더

를 사용하여 보호할 수 없

습니다. 

Media B 

remaining ca-

pacity meter

슬롯 B에 삽입된 레코딩 미디

어의 남은 용량을 막대 그래

프에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Media B 

remaining re-

cording time

슬롯 B에 삽입된 레코딩 미디

어의 남은 예상 레코딩 시간

을 현재 레코딩 조건에 따라 

분 단위로 표시합니다.

SD card infor-

mation

SD 카드 슬롯에 미디어(구성 

데이터 저장용)를 삽입한 경

우 이 미디어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SD card pro-

tection

SD 카드 슬롯(구성 데이터 저

장용)에 삽입된 미디어가 보

호되는(잠겨진) 경우 이 잠금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SD card 

remaining ca-

pacity meter

SD 카드 슬롯(구성 데이터 저

장용)에 삽입된 미디어의 남

은 용량을 막대 그래프에 백

분율로 표시합니다.

SD card 

remaining 

capacity

SD 카드 슬롯(구성 데이터 저

장용)에 삽입된 미디어의 남

은 용량을 GB 단위로 표시

합니다.

SD card life SD 카드 슬롯(구성 데이터 저

장용)에 있는 미디어의 작동 

수명을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레코딩 버튼 설정 화면
캠코더와 핸들의 레코딩 START/STOP 버튼 

설정을 표시합니다.

Rec Button 레코딩 START/STOP 버튼

으로 제어되는 레코딩용 슬롯

을 표시합니다.

Handle Rec

Button

핸들의 레코딩 START/

STOP 버튼으로 제어되는 레

코딩용 슬롯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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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전원

배터리 팩을 사용하거나 AC 어댑터를 통해 

AC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아래 나열된 소니 배터리 팩과 

AC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리튬 이온 배터리 팩
BP-U30(기본 제공) 

BP-U60

BP-U60T 

BP-U90

배터리 충전기 
BC-U1(기본 제공) 

BC-U2

AC 어댑터(기본 제공)
MPA-AC1(미국 및 캐나다 모델만)

AC-NB12A(미국 및 캐나다 모델 제외)

주의

직사광선, 화염 또는 고온에 노출된 장소에 

배터리 팩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참고

   BC-U1/ BC-U2 배터리 충전기를 외부 전

원 장치로 사용하여 캠코더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팩 사용하기

배터리 팩을 장착하려면 배터리 팩을 장착부

(10페이지)에 끝까지 끼운 후 아래로 밀어 제

자리에 고정합니다.

배터리 팩을 분리하려면 BATT RELEASE 버

튼(10페이지)을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 팩을 

위로 민 다음 잡아 당겨서 장착부에서 분리합

니다.

참고

   배터리를 장착하기 전에 전용 BC-U1 또는 

BC-U2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사용 후 아직 따뜻한 상태에서 바로 

충전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은 용량 확인하기

배터리 팩 사용 중에 촬영/재생하면 뷰파인

더에 남은 배터리 용량이 표시됩니다(13페이

지).

아이콘  남은 용량

  91% ~ 100%

  71% ~ 90%

  51% ~ 70%

  31% ~ 50%

  11% ~ 30%

  0% ~ 10%

남은 용량은 현재 전력 소비율로 계속 작동할 

경우 배터리 팩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표시합니다.

BATT RELEASE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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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텐션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
XDCA-FS7 익스텐션 유닛을 사용하면 사용

되는 배터리에 따라 배터리 전압 또는 남은 

배터리 용량이 표시됩니다.

참고

캠코더에 XDCA-FS7 유닛을 장착했을 때

는 캠코더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XDCA-FS7에 배터리 팩을 장착하거나 외부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배터리 팩 충전량이 적은 경우

작동 중에 남은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Low BATT 상태) 배터리 약

함 메시지가 나타나고 레코딩 표시등이 깜빡

이며 신호음으로 경고가 나타납니다.

남은 배터리 충전량이 더 작동할 수 없는 수

준 아래로 떨어지면(BATT Empty 상태) 배터

리 방전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충전된 배터리 

팩으로 교체하십시오.

경고 레벨 변경하기
출고 시에 Low BATT 레벨은 완전 충전된 배

터리의 10%, BATT Empty 레벨은 3%로 기

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 레벨 설정은 

System 메뉴의 Camera Battery Alarm(87

페이지)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 전원 사용하기

캠코더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면 배터리 팩

을 충전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를 캠코더의 DC IN 커넥터에 연결

하고 전원 코드(기본 제공)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AC 어댑터의 출력 전압이 낮아지는 경우

작동 중에 AC 어댑터의 출력 전압이 일정 수

준 아래로 떨어지면(DC Low Voltage1 상태) 

AC 어댑터 출력 전압이 떨어졌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레코딩 표시등이 깜빡이며 신호음이 

들립니다.

작동 중에 AC 어댑터의 출력 전압이 더 작동

할 수 없는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DC Low 

Voltage2 상태) AC 어댑터 출력 전압이 너무 

떨어졌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AC 어댑터에 결함이 있

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AC 어댑터

를 점검하십시오.

경고 레벨 변경하기
출고 시에 DC Low Voltage1 레벨은 11.5V, 

DC Low Voltage2 레벨은 11.0V로 기본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 레벨 설정은 System 

메뉴의 Camera DC IN Alarm(87페이지)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연결

DC IN 커넥터

AC 어댑터

전원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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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어댑터

   AC 어댑터를 벽과 가구 사이와 같이 좁고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AC 어댑터를 가장 가까운 전원 콘센트에 연

결하십시오. 작동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

시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빼십시오.
   AC 어댑터 플러그의 금속부를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AC 어댑터가 연결된 경우도 배터리가 캠코

더에 장착되어 있는 동안에는 배터리를 충전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 홀더 부착하기

참고

   출고 시에는 마이크 홀더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 홀더를 장

착/분리하십시오.
   이미지 센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마운트 캡

이 장착된 상태에서 마이크 홀더를 장착/분

리하십시오.

1. 마이크 홀더를 핸들에 삽입합니다.

2.  스토퍼를 홈에 삽입하고 나사를 조여 홀더
를 고정합니다.

장치 부착

스토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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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홀더 분리하기

스토퍼를 분리하고 마이크 홀더 장착 절차를 

반대로 수행합니다.

 뷰파인더 부착

참고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뷰파인더를 장착/분

리하십시오.

1.  뷰파인더 클램프를 풀도 뷰파인더를 핸들 
전면의 돌출부에 삽입합니다.

2.  뷰파인더의 왼쪽/오른쪽 위치를 조정하고 
클램프를 조인 다음 뷰파인더 케이블을 캠
코더의 뷰파인더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뷰파인더가 단단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 클램프가 느슨하면 촬영 중에 뷰파인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 각도 조정하기

뷰파인더를 위/아래로 기울여 뷰파인더의 각

도를 조정하십시오.

뷰파인더가 피사체를 향하도록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MIRROR 스위치(44페이지)를 

B/T로 설정하면 LCD 화면에서 이미지의 좌

우가 바뀌지만 이미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레

코딩됩니다.

뷰파인더 명암 조정하기

CONTRAST 노브를 돌려 명암을 조정합니

다.

VF 메뉴에서 VF Setting >Brightness(72페

이지)를 사용하여 뷰파인더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 분리하기

뷰파인더 클램프를 풀고 뷰파인더 장착 절차

를 반대로 수행합니다.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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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피스 장착하기 

참고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아이피스를 장착/분

리하십시오.

1.  아이피스의 금속 클립을 뷰파인더의 아이
피스 장착 후크에 부착합니다.

2.  아이피스 하단의 잠금 플레이트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아이피스를 제자리에 고정합
니다.

아이피스 열기

화살표 대로 버튼을 누릅니다.

잠금이 풀리면 아이피스를 위쪽으로 엽니다. 

아이피스를 열면 뷰파인더를 바로 볼 수 있습

니다.

아이피스 분리하기

아이피스 잠금을 풀고 뷰파인더에서 분리합니

다.

아이피스 장착 후크

잠금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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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 장착하기 

권장 렌즈 
SELP28135G 

SEL1635Z 

SELP18200

캠코더에서 지원되는 렌즈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소니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주의

렌즈를 태양을 향해 두지 마십시오. 직사광선

이 렌즈를 통해 들어와 캠코더에서 포커스가 

모아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렌즈를 장착/분리

하십시오.
   렌즈는 정밀 컴포넌트입니다. 렌즈 장착부

를 아래로 향한 상태로 렌즈를 바닥에 내려

놓지 마십시오. 제공된 렌즈 마운트 캡을 부

착하십시오.

E-마운트 렌즈 장착하기

1.  캠코더와 렌즈에서 렌즈 캡 및 덮개를 분
리합니다.

2.  렌즈 마운트 마크(흰색)와 캠코더를 맞추
고 조심스럽게 렌즈를 삽입한 후 렌즈를 시
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렌즈가 제자리에 고정되면 딸깍 소리가 납

니다.

A-마운트 렌즈 장착하기

A-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려면 렌즈 마운트 어

댑터(옵션)를 장착한 후 A-마운트 렌즈를 장

착합니다.
참고

   A-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면 아이리스가 수

동으로 설정됩니다.
   LA-EA2 또는 LA-EA4가 장착된 상태

에서 포커스를 AF로 설정하면 아이리스가 

F3.5로 설정되거나 완전히 열립니다.

렌즈 분리하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렌즈를 분리하십시오.

1.  렌즈 분리 버튼을 누른 상태로 렌즈를 시
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2. 렌즈를 앞쪽 방향으로 당겨서 분리합니다.
참고

다른 렌즈를 즉시 장착하지 않을 경우는 렌즈 

마운트를 렌즈 마운트 캡의 홈 부분에 렌즈 

마운트를 맞추고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오토 아이리스 스위치를 사용한 렌즈 아이리스 조정

   렌즈 오토 아이리스가 AUTO로 설정되어 있

으면 아이리스가 자동으로 조정되며, 캠코더

에서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렌즈 오토 아이리스가 MANUAL로 설정되

마운트 마크(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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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면 렌즈 링으로만 아이리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에서 아이리스를 조작해

도 영향이 없습니다.

포커스 스위치를 사용한 렌즈 포커스 조정

   렌즈 포커스 스위치가 AF/MF 또는 AF로 

설정되어 있으면 포커스가 자동으로 조정되

며, 캠코더에서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

니다.
   렌즈 포커스 스위치가 Full MF 또는 MF로 

설정되어 있으면 렌즈 링으로만 포커스를 조

정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에서 포커스를 조

작해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립 리모트 컨트롤 장착

참고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그립 리모트 컨트롤

을 장착/분리하십시오.

1.  그립 장착부에 암을 장착하고 나사를 조입
니다.

2.  그립 리모트 컨트롤 케이블을 캠코더의 
REMOTE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암과 그립 리모트 컨트롤이 단단히 장착되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사가 느슨하면 촬영 

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립 리모트 컨트롤만 잡고 캠코더 무게를 

지탱하지 마십시오.

그립 리모트 컨트롤 위치 조정하기

암 각도를 조정합니다(①).

암 후면의 나사 2개를 동전이나 그와 비슷한 

물체로 풀고 암 길이를 조정한 후(②), 나사 2

개를 조입니다. 그립 회전 버튼(11페이지)을 

눌러 그립 리모트 컨트롤의 각도를 조정합니

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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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리모트 컨트롤 분리하기

1.  그립 리모트 컨트롤 케이블을 캠코더의 
REMOTE 커넥터에서 분리합니다.

2. 캠코더에서 암을 분리합니다.

처음 캠코더를 켜거나 백업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후, 뷰파인더에 초기 설정 화면이 나

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내부 시계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

하십시오.

시간대
시간대는 UTC(세계 협정시)와의 시간 차이를 

설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설정을 변경하십시

오.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SEL/SET 다이얼(9페이지)을 돌려 항목 및 

설정을 선택한 다음 SEL/SET 다이얼을 눌러 

설정을 적용하고 시계를 작동시킵니다.

설정 화면을 닫은 후에는 System 메뉴의 

Clock Set(86페이지)를 사용하여 날짜, 시간 

및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장시간 전원이 끊어진 상태(배터리 팩 및 

DC IN 전원이 없음)에서 백업 배터리가 완

전히 방전되어 시계 설정이 삭제된 이후에 

캠코더 전원을 켜면 초기 설정 화면이 표시

됩니다.
  초기 설정 화면이 표시되면 설정을 마칠 때

까지 전원을 끄는 것 이외에 다른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캠코더에는 캠코더를 꺼도 날짜, 시간 및 

기타 설정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식 내장 배

터리가 있습니다. 충전식 내장 배터리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9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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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전에 용도에 맞게 캠코더의 기본 동작을 

구성하십시오.

 촬영 모드

현장에서 유연하게 영상을 만들기 위한 

“Custom” 모드와 “Cine EI” 모드(캠코더가 

필름 카메라와 비슷하게 작동하며 후반 작업 

시 장면이 현상됨) 간에 촬영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System 메뉴에서 Base Setting(82페이지) 

>Shooting Mode를 사용하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공간

색공간은 레코딩된 신호와 출력 신호의 기본 

색영역을 선택합니다.

촬영 모드가 Custom 모드로 설정된 경우, 색

공간은 “Matrix”로 설정됩니다

Matrix: Matrix 설정을 사용하여 기존 비

디오 카메라와 비슷한 색영역을 선택합니

다.

촬영 모드를 Cine EI 모드로 설정하면,

색공간은 MLUT가 Off로 설정된 상태에서 비

디오 출력의 색영역을 선택합니다.

S-Gamut3.Cine/SLog3: 디지털 시네마

용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DCIP3).

S-Gamut3/SLog3: 소니 이미지 왜곡 보

정 기술을 사용하여 최적화된 넓은 색영역

으로, 향후 표준 색영역과의 호환성을 위한 

색영역입니다.

System 메뉴에서 Base Setting(82페이지) 

>Color Space를 사용하여 색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캠코더는 카드 슬롯에 삽입한 XQD 메모리 

카드(별매)에 오디오 및 비디오를 레코딩 합

니다.

 XQD 메모리 카드 정보

다음 Sony XQD 메모리 카드를 캠코더에서 

사용하십시오.

다른 제조업체의 미디어를 사용한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미디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제조업체의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S-시리즈 XQD 메모리 카드 
H-시리즈 XQD 메모리 카드 
N-시리즈 XQD 메모리 카드 
G-시리즈 XQD 메모리 카드

권장 미디어는 레코딩 포맷에 따라 달라집니

다. 자세한 내용은 소니 판매 대리점에 문의

하십시오.

Sony XQD 메모리 카드 외의 일부 메모리 카

드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XQD 메모리 카드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은 XQD 메모리 카드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XQD는 Sony의 상표입니다.

기본 캠코더 동작 구성 XQD 메모리 카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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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QD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

1.  미디어 덮개 분리 버튼(10페이지)을 눌러 
카드 슬롯부의 미디어 덮개를 엽니다.

2.  XQD 메모리 카드를 XQD 라벨 면이 왼쪽
을 향한 상태에서 삽입합니다.
액세스 표시등(10페이지)이 적색으로 켜진 

다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3. 미디어 덮개를 닫습니다.
참고  

카드를 잘못된 방향으로 슬롯에 억지로 삽입하

면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슬롯 및 메모리 

카드의 이미지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XQD 메모리 카드 꺼내기 

미디어 덮개 분리 버튼(10페이지)을 눌러 카

드 슬롯부의 미디어 덮개를 열고 메모리 카드

를 살짝 눌러 카드를 꺼냅니다.
참고

   메모리 카드에 액세스 중일 때 캠코더를 끄

거나 메모리 카드를 꺼내면 카드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레코

딩 된 모든 데이터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캠

코더를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꺼내기 전에는 

항상 액세스 표시등이 녹색이거나 꺼져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레코딩이 끝난 직후 XQD 메모리 카드를 꺼

내면 XQD 메모리 카드가 뜨거울 수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XQD 메모리 카드 전환하기

XQD 메모리 카드가 카드 슬롯 A와 B 모두에 

로드 된 경우 SLOT SELECT 버튼(9페이지)

을 눌러 레코딩에 사용할 카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중 카드가 꽉 차면 캠코더에서 다른 

카드로 자동 전환합니다.
참고

플레이백 도중에는 SLOT SELECT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메모리 

카드는 전환되지 않으며, 이 버튼은 썸네일 

화면(51페이지)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활성화

됩니다.

 XQD 메모리 카드 포맷하기(초기화)

포맷되지 않은 XQD 메모리 카드 또는 다

른 규격으로 포맷한 XQD 메모리 카드를 삽

입한 경우 뷰파인더에 "Media Needs to be 

Formatted"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카드를 포맷하십시오.

Media 메뉴의 Format Media(79페이지) 
>Media(A) 또는 Media(B)를 선택한 다음 
Execute를 선택합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
나면 Execute를 다시 선택합니다.
포맷이 진행되는 중에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액

세스 표시등이 적색으로 켜집니다. 포맷이 완

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를 

해제하려면 SEL/SET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포맷이 실패하는 경우
보호된 XQD 메모리 카드와 캠코더에서 지원

하지 않는 메모리 카드는 포맷할 수 없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침에 따라 지원

되는 XQD 메모리 카드로 교체하십시오.
참고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면 레코딩된 비디오 데

이터 및 설정 파일을 포함하여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남은 레코딩 시간 확인하기

촬영(레코딩/대기) 중에 뷰파인더의 슬롯 A/

B 미디어 용량 표시등(13페이지)을 사용하여 

각 슬롯의 남은 XQD 메모리 카드 용량을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남은 레코딩 시간은 각 슬롯의 미디어에 남은 

용량 및 현재 비디오 포맷(레코딩 비트 레이트)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분 단위로 표시합니다.
참고

미디어가 보호되어 있는 경우 마크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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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QD 메모리 카드 교체 시기

  두 메모리 카드에 남은 총 레코딩 시간이 5

분 미만이 되면 "Media Near Full" 메시지가 

표시되고 레코딩 표시등이 깜빡이며 경고음

(헤드폰 출력)이 울립니다. 여유 공간이 있는 

미디어로 교체하십시오.
  남은 총 레코딩 시간이 0에 이를 때까지 레

코딩을 계속하면 메시지가 "Media Full"로 

바뀌고 레코딩이 정지됩니다.
참고

하나의 XQD 메모리 카드에 최대 약 600개의 

클립을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된 클립 수가 한도에 도달하면 남은 시

간 표시등이 "0"이 되고 "Media Full"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SD 카드(별매)에 캠코더의 카메라 구성 데이

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데이터 파일

을 SD 카드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SD 카드

SDHC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
*  본 설명서에서는 모두 "SD 카드"로 표시됩

니다.

 SD 카드 삽입하기

1.  미디어 덮개 분리 버튼(10페이지)을 눌러 
카드 슬롯부의 미디어 덮개를 엽니다.

2.  SD 메모리 카드를 SD 카드 라벨 면이 왼
쪽을 향한 상태에서 삽입합니다.
액세스 표시등(10페이지)이 적색으로 켜진 

다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꺼집니다.

3. 미디어 덮개를 닫습니다.

 SD 카드 꺼내기

미디어 덮개 분리 버튼(10페이지)을 눌러 카

드 슬롯부의 미디어 덮개를 열고 SD 카드를 

살짝 눌러 카드를 꺼냅니다.

참고

   SD 카드에 액세스 중일 때 캠코더를 끄거나 

SD 카드를 꺼내면 카드의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카드에 레코딩 된 모든 

데이터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캠코더를 끄거

나 SD 카드를 꺼내기 전에는 항상 액세스 표

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카드를 삽입하거나 꺼낼 때 SD 카드가 튀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유틸리티 SD 카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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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카드 포맷하기(초기화) 

SD 카드는 캠코더에서 처음 사용할 때 포맷

해야 합니다.

캠코더에서 사용할 SD 카드는 캠코더의 포맷 

기능을 사용하여 포맷해야 합니다. SD 카드

를 캠코더에 삽입했을 때 메시지가 나타나면 

SD 카드를 포맷하십시오.

Media 메뉴의 Format Media(79페이지) >SD 
Card를 선택한 후 Execute를 선택합니다. 확
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Execute를 다시 선택
합니다.
포맷이 진행되는 중에는 메시지와 진행 상태

가 표시되며 액세스 표시등이 적색으로 켜집

니다.

포맷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를 해제하려면 SEL/SET 다이얼을 누

르십시오.

참고

SD 카드를 포맷하면 카드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카드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남은 용량 확인하기

Media Status 화면(17페이지)에서 SD 카드

에 남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SD 카드가 보호되어 있는 경우 마크가 표
시됩니다.

캠코더에서 포맷한 SD 카드를 다른 장치의 슬
롯에서 사용하려면 먼저 카드를 백업한 후 사

용할 장치에서 해당 카드를 다시 포맷합니다.

XDCA-FS7 익스텐션 유닛(옵션)을 캠코더에 

장착하면 V-슈 배터리 또는 외부 동기 신호 

등의 기능을 캠코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XDCA-FS7 장착하기

참고

   캠코더에 XDCA-FS7 유닛을 장착했을 때

는 캠코더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XDCA-FS7에 배터리 팩을 장착하거나 외부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XDCA-FS7을 장

착/분리하십시오.

1.  캠코더에 장착된 배터리 팩(18페이지)을 
분리합니다.

2.  익스텐션 유닛 커넥터부의 덮개를 분리합
니다.

XDCA-FS7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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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DCA-FS7의 돌출부를 캠코더의 왼쪽 및 
오른쪽 홈에 맞추고 끝까지 민 후 XDCA-
FS7을 커넥터부까지 아래로 밉니다.

4.  XDCA-FS7 상단의 나사 2개를 조여 
XDCA-FS7을 고정합니다.

익스텐션 유닛 커넥터부의 덮개는 익스텐

션 유닛 상단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XDCA-FS7 분리하기

XDCA-FS7 상단의 나사 2개를 풀고 캠코더

에서 XDCA-FS7을 분리합니다.

 배터리 팩 장착하기

배터리 팩을 XDCA-FS7의 배터리 팩 장착부

에 삽입합니다.

다음과 같은 소니 정품 배터리 팩이 지원됩니

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
BP-GL65A 

BP-GL95A 

BP-L60S 

BP-L80S 

BP-FL75

홈 돌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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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팩 꺼내기 

BATT RELEASE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DCA-FS7의 배터리 팩 장착부에서 배터리 

팩을 분리합니다.

 타임코드 입력/출력 전환하기

TC IN/OUT 스위치(12페이지)를 사용하여 타

임코드 입력/출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XR-IFR5 인터페이스 유닛(옵션)과 XDCA 

-FS7을 사용하여 AXS-R5 RAW 레코더(옵

션)에 RAW 비디오(46페이지)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HXR-IFR5 및 AXS-R5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XR-IFR5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캠코더에 HXR-IFR5 연결하기

1.  캠코더에 XDCA-FS7을 장착합니다(29페
이지).

2.  SDI 케이블을 사용하여 XDCA-FS7의 
RAW OUT 커넥터를 HXR-IFR5의 SDI IN 
(RAW)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HXR-IFR5 분리하기

XDCA-FS7의 RAW OUT 커넥터에서 SDI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HXR-IFR5 및 AXS-R5 사용하기

HXR-IFR5

SDI 케이블

AXS-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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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용하는 경우

제공된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을 처음 사용하

는 경우 배터리 홀더에서 절연 종이를 떼어냅

니다.

출고 시에는 배터리 홀더에 CR2025 리튬-이

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캠코더 제어하기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먼저 캠코더를 

켜고 리모트 컨트롤 조작을 활성화합니다.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하십시오.

메뉴로 활성화하려면
MENU 버튼을 눌러 캠코더를 메뉴 모드로 전

환한 다음 System 메뉴의 IR Remote(87페

이지)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리모트 컨트롤을 캠코더의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센서를 향하게 하십시오.
   리모트 컨트롤 리시버 센서가 직사광선이나 

다른 강한 광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캠코더를 

두십시오. 강한 빛으로 인해 리모트 컨트롤

이 제대로 조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조작하기 위해 제공된 리모트 컨

트롤을 사용하면 실수로 다른 비디오 데크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디오 데크

의 리모트 컨트롤 모드 스위치를 DVD2로 전

환하거나 검은색 종이를 사용하여 리모트 컨

트롤 리시버 센서를 가리십시오.

리모트 컨트롤의 배터리 교체하기

리모트 컨트롤은 표준 CR2025 배터리를 사

용합니다.

CR2025 이외의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시

오.

1.  탭을 누르고 홈에 손톱을 끼워서 배터리 
홀더를 분리합니다.

2.  새 배터리를 + 단자가 위로 향하도록 삽입
합니다.

3.  배터리 홀더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삽
입합니다.

주의

직사광선, 화염 또는 고온에 노출된 장소에 

배터리 팩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참고

지정되지 않은 배터리로 교체하면 장치에 오

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지정된 배터

리로 교체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정부 및 현지 법률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 사용하기

절연 종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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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

는 기타 장치를 무선 LAN 연결을 통해 캠코

더에 연결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캠코더를 조

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Wi-Fi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은 캠코더가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원격

지에서 캠코더를 조작할 때 유용합니다.

Wi-Fi 리모트 컨트롤 설정 절차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i-Fi Remote 화면(스마트폰)

Main 화면
   설정

S&Q FPS, Shutter, 

White, Sensitivity/ 

G a i n / E x p o s u r e 

I n d e x ,  G a m ma , 

MLUT, Color Bars, 

Auto Black, Auto 

White, Rec Start/

Stop, Lock, Iris, 

Focus, Zoom, Auto 

Iris, Auto Shutter, 

AGC, ATW

 

Playback 화면

   상태
   플레이백 버튼 Play/

Pause, Stop, F Fwd, 

F Rev, Next, Prev

Cursor 화면

   상태
   커 서  버 튼  U p , 

Down, Left, Right, 

Set, Cancel/Back, 

M e nu ,  S t a t u s , 

Thumbnail, User 

Menu

Assign 화면

   상태
   어사인 버튼 어사인 

버튼 1 ~ 6

34

Wi-Fi 리모트 컨트롤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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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Remote 화면(태블릿)

Main 화면

   설정

S&Q FPS, Shutter, White, Sensitivity/ 

Gain/Exposure Index, Gamma, MLUT, 

Color Bars, Auto Black, Auto White, Rec 

Start/Stop, Lock, Iris, Focus, Zoom, 

Auto Iris, Auto Shutter, AGC, ATW

Playback 화면

   상태
   플레이백 버튼 Play/Pause, Stop, F Fwd, 

F Rev, Next, Prev

Cursor 화면

   상태
   커서 버튼 Up, Down, Left, Right, Set, 

Cancel/Back, Menu, Status, Thumbnail, 

User Menu

Assign 화면

   상태
   어사인 버튼 어사인 버튼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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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영

기본 조작법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촬영을 수행

하십시오.

1. 필요한 장치를 장착하고 전원이 공급되는
지 확인합니다.

2.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3. POWER 스위치를 ON에 놓습니다.
뷰파인더에 카메라 영상이 나타납니다.

4. 레코딩 버튼(7페이지)을 누릅니다.
레코딩 표시등이 켜지고 캠코더가 레코딩

을 시작합니다.

5.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레코딩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레코딩이 정지하고 캠코더가 STBY(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촬영(Full Auto 모드)

FULL AUTO 버튼을 눌러 버튼 표시등을 켭

니다.

오토 아이리스(호환 렌즈만 해당), AGC, 오토 

셔터, ATW(화이트 밸런스 자동 추적) 기능이 

활성화되어 밝기와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풀 오토 모드). 각 기능을 수동으

로 제어하려면 Full Auto 모드를 끄십시오.

메모리 카드 변경 시 연속 레코딩 하기 
(릴레이 레코딩)

슬롯 A와 B 모두에 메모리 카드가 삽입된 경

우 첫 번째 카드의 남은 용량이 0으로 줄어들

기 직전에 두 번째 메모리 카드로 레코딩이 

자동 전환됩니다.
참고

   레코딩이 진행 중일 때는 메모리 카드를 꺼

내지 마십시오. 슬롯 액세스 표시등이 꺼진 

슬롯의 메모리 카드만 바꾸십시오.
   레코딩 중인 메모리 카드에 남은 용량이 1

분 미만이 되는 경우 다른 슬롯에 레코딩 가

능한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있으면 “Will 

Switch Slots Soon”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메시지는 메모리 카드 슬롯을 전환한 후 사

라집니다.
   남은 메모리 카드 용량이 1분 미만일 때 레

코딩을 시작하면 릴레이 레코딩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릴레이 레코딩을 

위해서는 레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남은 메모

리 카드 용량이 1분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캠코더 릴레이 레코딩 기능을 사용하여 제

작한 비디오는 캠코더에서 원활하게 플레이

백할 수 없습니다.
   캠코더 릴레이 레코딩 기능을 사용하

여 제작한 비디오를 결합하려면 Content 

Brows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메모리 카드 A 및 B에 동시에 레코딩하기 
(동시 레코딩)

메모리 카드 A와 B를 모두 사용하여 동시에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Recording 메뉴의 Simul Rec >Setting을 
"On"으로 설정하십시오.
참고

슬로우 앤 퀵 모션 모드(77페이지) 또는 픽쳐 

캐시 레코딩 모드(77페이지)에서는 동시 레코

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 레코딩은 다음 레코딩 포맷에서도 

지원되지 않습니다(82페이지).

NTSC Area
XAVC-I

3840 × 2160 59.94P, 3840 × 2160 29.97P,

3840 × 2160 23.98P, 1920 × 1080 59.94P

XAVC-L

3840 × 2160 59.94P, 3840 × 2160 29.97P,

3840 × 2160 23.98P

RAW(XDCA-FS7, HXR-IFR5 및 AXS-R5가 

연결된 경우)

4096 × 2160 59.94P, 4096 × 2160 29.97P,

4096 × 2160 23.98P, 2160 × 1080 59.94P,

2160 × 1080 29.97P, 2160 × 1080 23.98P

RAW 및 XAVC-I(XDCA-FS7, HXR-IFR5 및 

AXS-R5가 연결된 경우)

4096 × 2160 59.94P, 2160 × 1080 59.9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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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 Area
XAVC-I

3840 × 2160 50P, 3840 × 2160 25P,

1920×1080 50P

XAVC-L

3840 × 2160 50P, 3840 × 2160 25P

RAW(XDCA-FS7, HXR-IFR5 및 AXS-R5가 

연결된 경우)

4096 × 2160 50P, 4096 × 2160 25P,

2160 × 1080 50P, 2160 × 1080 25P

RAW 및 XAVC-I(XDCA-FS7, HXR-IFR5 및 

AXS-R5가 연결된 경우)

4096 × 2160 50P, 2160 × 1080 50P

캠코더와 핸들의 레코딩 버튼 설정 변경하기

동시 레코딩(Simul Rec)이 활성화된 경우, 캠

코더와 핸들의 레코딩 START/STOP 버튼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각 메모리 카드에 레코

딩을 시작/중지할 수 있습니다.

출고 시에는 두 버튼이 메모리 카드 A와 B에 

모두 동시 레코딩을 시작/중지하도록 설정되

어 있습니다.
   “Rec Button [SlotA SlotB] Handle Rec 

Button [SlotA SlotB]”

설정을 변경하려면
Recording 메뉴의 Simul Rec >Rec Button 
Set를 선택합니다.

Rec Button Set 버튼 및 메모리 카드

“Rec Button 

[SlotA SlotB] 

Handle Rec 

Button [SlotA 

SlotB]”

둘 중 한 버튼을 사용하여 메

모리 카드 A와 B에 동시에 

레코딩을 시작/중지합니다.

“Rec Button 

[SlotA] Handle 

Rec Button 

[SlotB]”

레코딩 START/STOP 버튼

으로 메모리 카드 A에 레코

딩을 시작/중지하고 핸들의 

레코딩 START/STOP 버튼

으로 메모리 카드 B에 레코

딩을 시작/중지합니다. 

“Rec Button 

[SlotB] Handle 

Rec Button 

[SlotA]”

레코딩 START/STOP 버튼

으로 메모리 카드 B에 레코

딩을 시작/중지하고 핸들의 

레코딩 START/STOP 버튼

으로 메모리 카드 A에 레코

딩을 시작/중지합니다.

 포커스 자동 조정하기

오토 포커스를 지원하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캠코더의 FOCUS 스위치(9페이지)를 “AUTO” 

위치에 놓습니다. 렌즈에 포커스 선택기 스

위치가 있는 경우 스위치를 “AF/MF” 또는 

“AF” 위치에 놓습니다. 스위치를 “Full MF” 

또는 “MF” 위치에 놓으면 캠코더에서 렌즈 포

커스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24페이지).

오토 포커스 일시 중지하기(포커스 고정)

오토 포커스 모드에서 PUSH AUTO FOCUS 

버튼(9페이지)을 눌러 오토 포커스를 오버라

이드합니다. 이 기능은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 

않은 피사체 앞에 무언가 가로지를 때 또는 

오토 포커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 등에 유용합

니다.

 수동으로 포커스 조정하기 

수동으로 포커스를 조정하려면 FOCUS 스위

치(9페이지)를 “MAN”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촬영 조건에 따라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포커스 조정 기능은 다음과 같은 피사체 

타입에서 유용합니다.
   물방울이 맺힌 창문의 먼 쪽에 있는 피사체
   배경에 비해 대비가 낮은 피사체
   근처의 피사체에서 멀리 떨어진 피사체

매뉴얼 포커스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포커스 조
정하기(푸시 오토 포커스)

포커스를 조정할 피사체를 이미지의 가운데에 

놓은 후 PUSH AUTO FOCUS 버튼(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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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누릅니다.

버튼을 놓으면 포커스가 이전 설정으로 돌아

갑니다.

이 기능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피사체의 포

커스를 빠르게 조정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참고

   렌즈가 수동 포커스 조정으로 설정된 경우

는 푸시 오토 포커스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

니다.
   LA- EA2/4를 사용할 때 푸시 오토 포커스 

작업 중에는 Full Auto 모드가 On됩니다.

포커스 표시등
포커스 상태를 나타냅니다.
   (On): 피사체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깜빡임): 피사체에 포커스가 없습니다. 포

커스 조정이 자동이 아니므로 구도와 포커스 

설정을 변경하여 포커스를 조정하십시오.

확대 뷰를 사용하여 포커스 조정하기(포커스 
확대)

출고 시에는 포커스 확대 x4/x8 기능이 그립 

리모트 컨트롤(42페이지)의 ASSIGN4 버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ASSIGN4 버튼을 누르십시오.
약 4배까지 가운데가 확대된 포커스 확대 화

면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약 8배

로 확대됩니다. 이 기능은 포커스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보통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다시 누르

십시오.
참고

   레코딩된 이미지나 SDI/HDMI 출력 이미

지는 포커스를 확대했을 때 확대되지 않습니

다.
   포커스 확대 중에는 STATUS CHECK 버튼

과 메뉴 버튼을 눌러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오디오 모니터링 하기

레코딩 중인 오디오를 헤드폰을 사용하여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세트를 헤드폰 커넥터(10페이지)에 연

결하면 레코딩 중인 오디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 스피커(10페이지)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여 플레이백 오디오(52페이

지)를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Audio 메뉴의 Audio Output(69페이지)을 사

용하여 모니터링할 오디오 채널을 선택하고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XQD 메모리 카드 전환하기

XQD 메모리 카드 2개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SLOT SELECT 버튼(9페이지)을 눌러 카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플레이백 모드일 때는 메모리 카드를 전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슬롯 A와 슬롯 B의 미디어

를 스패닝하는 클립의 연속 플레이백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클립(레코딩된 데이터)
레코딩을 정지하면 레코딩의 시작부터 끝

까지의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가 XQD 

메모리 카드에 하나의 "클립"으로 저장됩니

다.

클립 이름
캠코더로 레코딩 한 각 클립에는 "Clip"과 4

자리 숫자로 구성된 클립 이름이 자동 지정

됩니다. 4자리 숫자는 각 레코딩 마다 자동

으로 증가합니다.

Media 메뉴의 Clip을 사용하여 “Clip” 접

두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대 클립 듀래이션
최대 클립 듀래이션은 레코딩 포맷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속 레코딩의 최대 듀래이션은 클립의 최

대 듀래이션과 동일합니다. 레코딩 시간이 

최대 듀래이션에 도달하면 레코딩이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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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응용 프로그램 또는 레코딩 조건에 따

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포맷 선택하기 

선택 가능한 포맷은 국가(사용 지역) 및 코덱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System 메뉴의 Rec Format >Video Format

을 사용하여 포맷을 선택하십시오.

 밝기 조정하기

아이리스, 게인, 셔터 속도를 조정하거나 ND 

필터로 조도를 조정하여 밝기를 조정할 수 있

습니다.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밝기를 조정할 때

는 Full Auto 모드(35페이지)를 끄십시오.

설정 메뉴에서 밝기 제어 목표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목표 레벨 조정하기
Camera 메뉴의 Auto Exposure(59페이지) 

>Level을 사용하여 레벨을 설정합니다.
참고

Cine EI 모드에서는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리스 자동 조정하기

이 기능은 피사체에 따라 밝기를 조정합니다. 

오토 아이리스를 지원하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1.  오토 아이리스 스위치 있는 렌즈가 장착된 
경우 스위치를 AUTO에 놓습니다.

2.  IRIS 버튼(42페이지)을 눌러 오토 아이리
스를 켭니다.
IRIS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 및 해제 간

에 전환됩니다.

 

수동으로 아이리스 조정하기

IRIS 버튼을 눌러 오토 아이리스를 끈 후 IRIS 

다이얼을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또한 IRIS 기능을 어사인 버튼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42페이지).

일시적으로 오토 아이리스 켜기
PUSH AUTO IRIS 버튼을 잠시 누르고 있으

면 오토 아이리스가 일시적으로 켜집니다.

버튼을 놓으면 아이리스가 이전 설정으로 돌

아갑니다.
참고

렌즈의 Auto Iris 스위치를 “MANUAL”에 놓

으면 캠코더의 오토 아이리스와 푸스 오토 아

이리스 기능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캠코더

의 매뉴얼 아이리스 조정도 아무 영향이 없습

니다.

게인 자동 조정하기

ISO/Gain 버튼(9페이지)을 눌러 AGC를 켭니

다. 또는 Camera 메뉴의 Auto Exposure(59

페이지) >AGC를 선택하고 "On"으로 설정합

니다.

게인 수동 조정하기

고정 아이리스 설정을 사용하는 중에 노출을 

조정하고 싶을 때 또는 AGC로 인해 게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을 때 게인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1.  ISO/Gain 버튼(9페이지)을 눌러 AGC를 
끕니다.

2.  GAIN 스위치(9페이지)를 H, M 또는 L에 
설정합니다.

게인 제어하기(정밀 조정)

IRIS 다이얼 또는 ISO/게인/EI 기능이 지정

된 어사인 다이얼을 돌려 GAIN 스위치로 설

정한 게인 값을 조정합니다.

이 기능은 피사계 심도를 변경하지 않고 한 

단계로 노출을 조정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조정된 게인 값은 GAIN 스위치를 전환하거나 

AGC를 켜면 취소됩니다.

기본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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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셔터를 사용하여 촬영하기

이 기능은 이미지 밝기에 반응하여 셔터 속도

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SHUTTER 버튼(9페이지)을 누르십시오.
설정 화면이 표시된 경우 해당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또는 Camera 메뉴의 Auto Exposure(59페

이지) >Auto Shutter를 On으로 설정합니다.

고정 셔터로 촬영하기

설정된 셔터 속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SHUTTER 버튼을 눌러 화면에 지원되는 셔

터 값을 표시하고 SEL/SET 다이얼을 사용하

여 값을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SEL/ SET 다

이얼 대신 SHUTTER 버튼을 다시 누르면 오

토 셔터가 활성화됩니다.

Camera 메뉴에서 설정하기

Camera 메뉴에서 Shutter(61페이지)를 선택

하고 셔터 모드와 속도를 설정합니다.

조도 조정하기(ND 필터)

빛이 너무 밝은 조건에서는 ND 필터를 변경

하여 적절한 밝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D FILTER 스위치(9페이지)를 돌려 Clear 

→ 1/4 → 1/16 → 1/64 → Clear를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연색 조정하기(화이트 밸런스)

촬영 조건에 맞춰 조정 모드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ATW(자동 추적 화이트 밸런스)

이 기능은 화이트 밸런스를 적절한 레벨로 자

동 조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광원의 색온도가 바뀌면 자

동 조정됩니다. WHT BAL 버튼(9페이지)을 

누르면 ATW를 활성화/비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Paint 메뉴의 White >ATW Speed(63페이지)

를 사용하여 조정 속도(5단계)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ATW 고정 기능을 어사인 버튼(42페이지)에 

지정하고 어사인 버튼을 눌러 ATW 모드를 일

시 중지하면 현재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고정

할 수 있습니다.

참고

   ATW는 Cine EI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습

니다. 또한 ATW 모드가 Preset으로 설정

된 경우, 색온도 옵션은 3200K, 4300K 및 

5500K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오토 화이트 밸

런스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빛과 파사체 조건에 따라 ATW를 사용하여 

적절한 색으로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예:

  -  하늘, 바다, 땅 또는 꽃 등과 같이 피사체

에서 한 가지 색이 우세한 경우.

  -   색온도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

우.ATW 자동 추적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기타 이유로 적절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하십시오.

화이트 밸런스 수동 조정하기

1. Full Auto 모드(35페이지)를 끕니다.

2.  화이트 밸런스가 ATW 모드로 설정된 경
우, WHT BAL 버튼(9페이지)을 눌러 수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3.  WHT BAL 스위치(9페이지)를 사용하여 B, 
A 또는 PRESET을 선택합니다.
B: B 메모리 모드 * 

A: A 메모리 모드 

PRESET: 프리셋 모드

* B는 ATW ON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모드
이 모드는 색온도를 프리셋 된 값으로 조정

합니다(출고 시 기본값은 3200K).

A 메모리/B 메모리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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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드는 A 또는 B 메모리에 각각 저장된 

설정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 실행하기

1.  ISO/Gain 버튼(9페이지)을 눌러 AGC를 
켭니다.
또는 Camera 메뉴의 Auto Exposure(59

페이지) >AGC를 선택하고 "On"으로 설정

합니다.

2.  조정 값을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A 메모리 
모드 또는 B 메모리 모드를 선택합니다.

3.  흰 종이(또는 다른 물체)를 피사체와 광원 
및 조건이 동일한 위치에 놓은 후 종이를 
줌인하여 화면에 흰색을 표시합니다.

4. 밝기를 조정합니다.
“수동으로 아이리스 조정하기”(38페이지)

의 절차를 사용하여 아이리스를 조정하십

시오.

5. WB SET 버튼(7페이지)을 누릅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메모리 모드로 설정

되어 있으면 조정 값이 2단계에서 선택한 

메모리(A 또는 B)에 저장됩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가 ATW 모드로 설정되

면 조정이 끝났을 때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ATW 모드 화이트 밸런스로 돌아갑니다.

참고

   프리셋 모드일 때 Paint 메뉴의 White 

>AWB Enable<P>을 사용하여 화이트 밸런

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캠코

더를 끄면 다시 비활성화됩니다.
   조정에 실패하면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약 

3초간 표시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반

복적으로 시도한 후에도 오류 메시지가 지속

되면 소니 고객 상담실에 문의하십시오.

 레코딩 할 오디오 설정하기 

캠코더의 입력 커넥터, 스위치 및 다이얼을 

사용하여 레코딩할 오디오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외부 오디오 입력 커넥터 및 선택기 스위치

INPUT1 커넥터(10페이지)

INPUT2 커넥터(10페이지)

INPUT1 스위치(LINE/MIC/MIC+48V) (7페이지)

INPUT2 스위치(LINE/MIC/MIC+48V) (7페이지)

오디오 레벨 설정 스위치
CH1 (AUTO/MAN) 스위치(9페이지)

CH2 (AUTO/MAN) 스위치(9페이지)

AUDIO LEVEL (CH1) 다이얼(9페이지)

AUDIO LEVEL (CH2) 다이얼(9페이지)

오디오 입력 장치 선택하기

1. 오디오 입력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Audio 메뉴의 Audio Input >CH1 Input 

Select 또는 CH2 Input Select를 사용하여 

오디오 입력을 선택합니다.

연 결 된  장 치 의  커 넥 터 에  해 당 하 는 

“INPUT1” 또는 “INPUT2”로 설정합니다. 

슈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방법으로 

“Shoe 1” 또는 “Shoe 2”를 지정하십시오.

2. 오디오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INPUT1/INPUT2(LINE/MIC/MIC+48V) 

스위치를 각각 INPUT1/INPUT2 커넥터에 

연결된 장치로 설정합니다.

연결된 장치 스위치 위치

외부 오디오 소스(예: 믹서) LINE

다이나믹 마이크, 배터리식 

마이크

MIC

+48V 팬텀 전원 마이크 MIC+48V

   “MIC+48V”를 선택하고 +48V 전원과 

호환되지 않는 마이크를 연결하면 연결된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연결

하기 전에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커넥터에서 잡

음이 문제인 경우 해당하는 INPUT1/

INPUT2(LINE/MIC/MIC+48V) 스위치

를 “LINE”으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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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레코딩 레벨 자동 조정하기

자동 조정할 채널의 CH1/CH2 (AUTO/MAN) 

스위치를 "AUTO"에 놓습니다.

오디오 레코딩 레벨 수동 조정하기

다음 절차에 따라 오디오 레코딩 레벨을 조정

합니다.

1.  수동 조정할 채널의 CH1/CH2 (AUTO/
MAN) 스위치를 "MAN"에 놓습니다.

2.  촬영 또는 대기 중에 해당하는 채널의 
AUDIO LEVEL (CH1)/(CH2) 다이얼을 돌
려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오디오 입력 레벨 기능으로 지정한 경우 또

는 설정 메뉴에서 어사인 다이얼(42페이지)

을 사용하여 레코딩 레벨을 조정할 수도 있

습니다.
참고

   Audio 메뉴의 Audio Input >CH1 Level 

및 CH2 Level이 둘 다 “Side”로 설정된 

경우는 오디오 입력 레벨 설정의 목표가 

없으므로 메뉴의 Audio Input Level이 비

활성화됩니다. 이 경우 오디오 입력 레벨

이 지정된 어사인 다이얼도 오디오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Audio 메뉴의 Audio Input >CH1 Level 

또는 CH2 Level이 “Lvl + Side”로 설

정된 경우 조정 값은 오디오 입력 레벨 설

정 및 AUDIO LEVEL 다이얼로 설정한 레

벨의 결과 값입니다. 둘 중 한 레벨이 최소 

값으로 설정되면 오디오가 소거됩니다. 두 

레벨이 최대 값으로 설정되면 최대 레벨이 

선택됩니다.

 타임 데이터 지정하기

타임코드 설정

TC/UB 메뉴의 Timecode(76페이지)를 사용

하여 레코딩할 타임코드를 설정합니다.

타임 데이터 표시하기

DISPLAY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시간 데이터

가 표시됩니다(14페이지).

TC/UB 메뉴의 TC Display(76페이지) 

>Display Select를 사용하여 표시할 타임코

드를 설정합니다. DURATION/TC/U-BIT로 

지정된 어사인 버튼(page 42)을 누르면 타임

코드, 유저 비트 및 듀래이션이 순서대로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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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사인 버튼/다이얼

캠코더의 어사인 버튼(9, 11페이지) 6개에 기

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코더의 IRIS 다이얼(9페이지) 및 그립 

리모트 컨트롤의 어사인 다이얼(11페이지)에

도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기능 변경하기

System 메뉴의 Assignable Button(83페이

지)을 사용합니다.

지정된 기능은 Assignable Button Status 화

면(1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고 시에는 각 어사인 버튼에 다음 기능이 기
본으로 지정됩니다.

Button 1  S&Q Motion

Button 2  IRIS

Button 3` User Menu

Button 4 Focus Magnifier x4/x8

Button 5 User Menu

Button 6 꺼짐

어사인 기능
 꺼짐
 Marker
 Zebra
 Peaking
 Video Signal Monitor
 DURATION/TC/U-BIT
 Focus Magnifier x4/x8
 Focus Magnifier x4
 Focus Magnifier x8
 Push AF/Focus Hold
 VF Mode
 IRIS
 AGC
 SHUTTER
 Auto Exposure Level

 Push Auto Iris
 Push AGC
 Spotlight
 Backlight
 ATW
 ATW Hold
 SteadyShot
 Color Bars
 User Menu
 Rec Lamp
 S&Q Motion
 Picture Cache Rec
 Rec Review
 Thumbnail
 Shot Mark1
 Shot Mark2
 Clip Flag OK
 Clip Flag NG
 Clip Flag Keep
 High/Low Key

 

다이얼 기능 변경하기

System 메뉴의 Assignable Dial(85페이지)

을 사용합니다.

지정된 기능은 Assignable Button Status 화

면(16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고 

시에는 IRIS가 기본 지정됩니다.

어사인 기능
 꺼짐
 IRIS
 ISO/GAIN/EI
 Focus
 Audio Input Level

 슬로우 & 퀵 모션

비디오 포맷(82페이지)이 다음 값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 및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를 다른 값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NTSC Area
XAVC-I

유용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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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 2160 59.94P, 3840 × 2160 29.97P, 

3840 × 2160 23.98P, 1920 × 1080 59.94P, 

1920 × 1080 29.97P, 1920 × 1080 23.98P

XAVC-L

3840 × 2160 59.94P, 3840 × 2160 

29.97P,3840 × 2160 23.98P, 1920 × 1080 

59.94P 50, 1920 × 1080 59.94P 35, 1920 × 

1080 29.97P

50, 1920 × 1080 29.97P 35, 1920 × 1080

23.98P 50, 1920 × 1080 23.98P 35

PAL Area
XAVC-I

3840 × 2160 50P, 3840 × 2160 25P, 1920 

× 1080 50P, 1920 × 1080 25P

XAVC-L

3840 × 2160 50P, 3840 × 2160 25P, 1920 

× 1080 50P 50, 1920 × 1080 50P 35, 1920 

× 1080 25P 50, 1920 × 1080 25P 35

참고

   레코딩 또는 플레이백 중이거나 썸네일 화

면을 표시하는 동안에는 슬로우 앤 퀵 모션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디오 레코딩은 슬로우 앤 퀵 모션 모드에

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토 포커스 기능은 슬로우 앤 퀵 모션 모드

에서 비활성화됩니다.
   60fps보다 높은 프레임 레이트에서 촬영할 

때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포커스 어시스트 표시등, 피사계 심도 표시

등, 포커스 위치 표시등, 아이리스 위치 표시

등, 줌 위치 표시등이 모두 꺼집니다.

NTSC Area

포맷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높은 프레임 
레이트

XAVC-I 2160 1 ~ 60fps -

(59.94P, 29.97P, 23.98P)

1080 1 ~ 60fps 72/75/80/90/96
/100/110/120/12
5/135/144/150/1
60/168/175/180 
fps

(59.94P, 29.97P, 23.98P)

XAVC-L 2160 1 ~ 60fps -

(59.94P, 29.97P, 23.98P)

1080 1 ~ 60fps 72/75/80/90/96/
100/110/120 fps

(59.94P 50, 59.94P 35, 
29.97P 50,  29.97P 35, 
23.98P 50, 23.98P 35)

PAL Area

포맷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높은 프레임 
레이트

XAVC-I 2160 1 ~ 60fps -

(59P, 25P)

1080 1 ~ 60fps 72/75/80/90/96/
100/110/120/125
/135/144/150 fps

(59P, 25P)

XAVC-L 2160 1 ~ 60fps -

(59P, 25P)

1080 1 ~ 60fps 72/75/80/90/96/
100/110/120 fps

(50P 50, 50P 35, 25P 50, 
25P 35)

 픽쳐 캐시 레코딩(Picture Cache Rec)

픽쳐 캐시 레코딩 기능을 사용하면 레코

딩 시작 시 소급해서 비디오를 캡처한 후 촬

영 중에는 지정된 듀래이션의 내부 캐시 메

모리를 유지하면서 XQD 메모리 카드에 레

코딩할 수 있습니다. 픽쳐 캐시 레코딩 시

간은 Recording 메뉴의 Picture Cache 

Rec>Cache Rec Time(77페이지)을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참고

   픽쳐 캐시 레코딩은 프레임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또는 슬로우 앤 퀵 모션 기능과 동시

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픽쳐 캐시 레코딩을 

켜면 다른 레코딩 모드는 강제로 꺼집니다.
   레코딩 또는 레코딩 리뷰가 진행되는 동안

에는 픽쳐 캐시 레코딩 모드를 선택할 수 없

습니다.
   픽쳐 캐시 레코딩이 켜진 경우, 타임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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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UB SET 메뉴(76페이지)의 설정에 관계 

없이 Free Run 모드로 기록됩니다.

촬영 전 구성

촬영 전에 Recording 메뉴의 Picture Cache 

Rec(77페이지)을 구성합니다.

픽쳐 캐시 레코딩 기능을 어사인 버튼(42페

이지)에 지정하고 해당 버튼을 사용하여 픽쳐 

캐시 레코딩 기능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구성된 경우, 뷰파인더에 ●(녹색) 

표시등이 나타납니다(13페이지).

픽쳐 캐시 레코딩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레코딩이 시작되고 캐

시 메모리에 저장된 비디오부터 XQD 메모리

에 기록됩니다.

픽쳐 캐시 레코딩을 취소하려면
Recording 메뉴에서 Picture Cache Rec 

>Setting을 끄거나 픽쳐 캐시 레코딩 기능이 

지정된 어사인 버튼을 누르십시오.
참고

   레코딩 포맷을 변경하면 해당 지점까지 캐

시 메모리에 저장된 비디오가 지워지고 새 

비디오를 캐시합니다. 따라서 포맷 변경 직

후 레코딩을 시작하더라도 포맷 변경 전의 

영상에 대해서는 픽쳐 캐시 레코딩이 되지 

않습니다.
   XQ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한 직후 픽쳐 캐시 

레코딩을 켜거나 끄면 캐시 데이터를 카드에 

기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는 캐시 레코딩 기능을 켰을 때 캐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 기능을 켜기 전의 

비디오는 캐시되지 않습니다.
   플레이백, 레코딩 리뷰 또는 썸네일 화면 표

시 중일 때 등과 같이 XQD 메모리 카드에 액

세스하는 중에는 캐시 메모리에 비디오가 저

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인터벌 중에 비디오

의 픽쳐 캐시 레코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레코딩 진행 중에 메뉴를 사용하여 캐시 레

코딩 시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레코딩

이 종료될 때까지는 새로운 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코딩 리뷰하기(Rec Review)

최근에 레코딩 한 클립의 비디오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이 중지되면 Rec Review가 지정된 어
사인 버튼(42페이지)을 누릅니다.
클립이 끝까지 플레이백 되고 Rec Review가 

종료되고 캠코더가 STBY(대기) 모드로 돌아

갑니다.

Rec Review를 중지하려면
Rec Review가 지정된 어사인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클립을 레코딩한 후 비디오 포맷을 변경하면 

Rec Review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Self Portrait 모드

MIRROR 스위치를 사용하여 뷰파인더(11페

이지)의 이미지를 세로 또는 가로/세로로 회

전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를 렌즈쪽으로 180º 회전할 수 있

습니다.



45

OFF
이미지가 반전되지 않습니다.

B/T
이미지가 세로로 회전합니다.

정보 화면은 가로 및 세로로 회전됩니다.

ROT
이미지가 가로 및 세로로 회전합니다. 정보 

화면도 가로 및 세로로 회전됩니다.

참고

B/T 및 ROT 보기는 뷰파인더에만 표시됩니

다. 출력 비디오와 레코딩된 비디오에는 영향

이 없습니다.

 피킹 표시하기

뷰파인더의 PEAKING 버튼(11페이지)을 눌

러 피킹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VF 메뉴의 

Peaking(72페이지)을 사용하여 피킹을 켜거

나 끄고 피킹 유형 및 피킹 주파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브라 표시하기

뷰파인더의 ZEBRA 버튼(11페이지)을 눌러 

지브라 패턴 표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VF 메뉴의 Zebra(72페이지)를 사용하여 지브

라 패턴 표시를 켜거나 끄고 지브라 패턴 유

형 및 표시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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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정보 획득하기(GPS)

System 메뉴에서 GPS를 "On"으로 설정하십

시오. 캠코더가 GPS 위성을 찾는 중에는 

가 표시됩니다. 위치 지정이 되면 비디오 촬

영 중에 위치 정보가 레코딩됩니다.
참고

   핸들을 장착하지 않는 경우 System 메뉴의 

GPS 설정을 켜거나 끌 수 없습니다.
   아이콘은 GPS 위성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

라 달라집니다.

위치 지정 상태 표시 GPS 수신 상태

꺼짐 표시 없음 GPS가 “Off”로 설정되
거나 오류가 발생했습니
다.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GPS 신호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
늘이 환히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위성 
검색 중

GPS 위성을 검색하는 
중입니다. 위성을 찾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위치 약한 GPS 신호를 수신 
중입니다.

GPS 신호를 수신 중입
니다. 위치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강한 GPS 신호를 수신 
중입니다.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GPS 신호를 수신 중입니다. 위치 정보를 획

득할 수 있습니다.
   강한 GPS 신호를 수신 중입니다. 위치 정보

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출고 시에는 기본적으로 GPS가 "On"으로 

설정됩니다. 위치 지정이 활성화된 경우 캠

코더에서 촬영한 비디오의 위치 및 시간 정

보가 레코딩됩니다.
   몇 분 정도 지난 후 위치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으면 신호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

습니다. 위치 정보 없이 촬영하거나 하늘이 

환히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위치 아

이콘이 표시되지 않을 때 촬영하면 위치 정

보가 레코딩 되지 않습니다.

   실내나 큰 구조물 근처에서는 GPS 신호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환히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위치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어도 수신된 신

호의 강도에 따라 위치 정보 레코딩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Cine EI 모드로 촬영하기

이 모드는 필름 카메라 작업과 유사하며 후반 

작업 시 “현상”을 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Cine EI 모드 제약 사항

   자동으로 조정할 수 없는 기능(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게인
  -셔터
  -아이리스
  -자동 노출
   구성할 수 없는 기능

  -게인
  -잡음 억제
  -Paint 메뉴 설정
  -씬 파일
  -렌즈 파일

Cine EI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능

   노출 인덱스
   모니터 LUT
   RAW 비디오 레코딩

 RAW 비디오 레코딩하기

HXR-IFR5(옵션) (31페이지)를 사용하여 캠

코더에 장착된 XDCA-FS7(옵션)의 RAW 

OUT 커넥터에서 출력된 신호를 변환하여 

RAW 비디오를 AXS-R5(옵션)로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

1.  외부 RAW 레코딩 유닛(31페이지)을 설정
합니다.

2.  System 메뉴의 Codec >Select를 RAW로 
설정합니다.
RAW & XAVC-I를 선택하면 RAW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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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부 RAW 레코더에, HD 비디오는 캠

코더의 XQD 메모리 카드에 동시 레코딩됩

니다.

3.  System 메뉴의 Rec Format을 RAW 
Output Format으로 설정합니다.

4.  외부 레코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한 후 캠
코더의 레코딩 버튼을 누릅니다.

지원되는 RAW 출력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NTSC Area

Codec >Select 설정 RAW 출력 포맷

RAW / RAW & XAVC-I 

/ RAW & XAVC-L / 

RAW & MPEG HD422

4096×2160 59.94P

4096?2160 29.97P

4096 × 2160 23.98P

2048×1080 59.94P

2048?1080 29.97P

2048 × 1080 23.98P

PAL Area

Codec >Select 설정 RAW 출력 포맷

RRAW / RAW & 

XAVC-I / RAW & 

XAVC-L / RAW & 

MPEG HD422

4096×2160 50P

4096×2160 25P

2048×1080 50P

2048×1080 25P

레코딩 상태 표시등
VF 메뉴의 Display On/Off(74페이지) 

>HXR-IFR5 Rec Control이 “On”으로 설정

된 경우 RAW 레코딩 상태가 뷰파인더에 아이

콘으로 표시됩니다.

슬로우 앤 퀵 모션 레코딩
Recording 메뉴의 S&Q Motion >Setting이 

“On”으로 설정된 경우 RAW 비디오가 슬로

우 앤 퀵 모션 모드로 레코딩됩니다.

RAW 출력 슬로우 앤 퀵 모션은 120/240fps 

(NTSC) 및 100/200fps(PAL)의 2K 해상도에

서만 지원됩니다.
참고

캠코더의 RAW OUT 커넥터는 Rec Control 

신호를 외부 레코더로 전송하여 레코딩만 제

어하므로 캠코더에서 외부 레코더가 실제 레

코딩을 하지 않을 때 RAW 비디오 레코딩이 

진행 중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외부 레

코더의 표시등을 통해 정확한 작동 상태를 확

인하십시오.

IFU-WLM3 USB 무선 LAN 모듈(기본 제공) 

또는 CBK-WA100 무선 어댑터(옵션)를 장착

하면 무선 LAN 연결을 통해 캠코더에 스마트

폰, 태블릿 또는 기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참고

IFU-WLM3 이외의 USB 무선 모듈은 지원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무선 LAN으로 연결된 장치에서 지원

됩니다.
   원격 제어

캠코더의 리모터 컨트롤을 활성화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링(CBK-WA100만 

해당)

캠코더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링을 

활성화합니다.

CBK-WA100(옵션) 및 Content 

Browser Mobile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

합니다.

Content Browser Mobile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ony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호환 장치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를 캠코더 구성 

및 작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장치, 

OS 및 브라우저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장치 OS 브라우저

스마트폰 Android 4.3 Chrome

iOS7 Safari

태블릿 Android 4.3 Chrome

iOS7 Safari

컴퓨터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8.1

Chrome

Mac OS 10.8/10.9 Safari

무선 LAN을 사용하여 장치 연결하기



48

 IFU-WLM3 부착하기

IFU-WML3을 USB 무선 LAN 모듈 커넥터

(7페이지)에 부착합니다.

기기를 부착한 후 System 메뉴의 Wi-Fi 

>Wi-Fi(86페이지)를 “Enable”로 설정하여 

무선 LAN을 활성화합니다.
참고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IFU-WLM3을 장

착/분리하십시오.

 CBK-WA100 부착하기

참고

캠코더가 꺼진 상태에서 CBK-WA100을 장

착/분리하십시오.

1.  CBK-WA100을 장착 브래킷에 부착하고 
나사 2개를 조입니다.

2.  캠코더에 CBK-WA100 장착 브래킷을 부
착하고 나사를 조입니다.

3.  CBK-WA100 USB 케이블을 USB 무선 
LAN 모듈 커넥터(①)에 연결하고 SDI 케이
블을 SDI OUT 커넥터(②)에 연결합니다.

4. CBK-WA100을 켠 후 캠코더를 켭니다.

5.  연결이 완료되면 System 메뉴의 Wi-Fi 
>Wi-Fi(86페이지)를 Enable로 설정하여 
무선 LAN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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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캠코더에서 CBK-WA100을 사용하려면 SDI 

OUT 출력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77페이

지).

CBK-WA100 정보

CBK-WA100에는 SD 카드에 프록시 파일(저

해상도 파일)을 레코딩하고 그 파일을 무선 

LAN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K-WA100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FC 사용 장치의 원터치 연결
 (IFU- WLM3만 사용)

NFC를 지원하는 장치는 NFC를 사용하여 연

결할 수 있습니다(원터치 연결).

1.  IFU-WLM3을 캠코더에 부착(48페이지)
한 후 System 메뉴의 Wi-Fi >Wi-Fi(86페
이지)를 “Enable”로 설정하여 무선 LAN을 
활성화합니다.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2.  장치에서 “Settings”를 열고 “More”를 선
택한 다음 NFC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장치에 따라 설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

용은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장치를 사용하여 캠코더를 터치합니다.
장치가 캠코더에 연결되고 웹 브라우저가 

시작되며 Wi-Fi 리모트 컨트롤이 표시됩

니다. 처음 장치를 연결하면 인증이 필요합

니다.

참고

    마크가 있는 일부 장치가 NFC를 지원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전에 대기 모드와 화면 차단을 비활성화

하십시오.
  “Content Browser Mobile” 응용 프로그램

이 실행될 때까지 장치를 터치하고 있으십시

오(1 ~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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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Remote 화면이 연결된 장치의 화면 

크기에 맞도록 자동 조정됩니다.

1.  무선 LAN 연결을 사용하여 캠코더와 장치
를 연결합니다(49페이지).

2.  장치에서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URL 표시
줄에 “http://<캠코더의 IP 주소(System 
메뉴의 Wi-Fi>IP Adrress)>/ rm.html”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IP 주소가 192.168.1.1인 경

우 URL 표시줄에 “http://192.168.1.1/

rm.html”을 입력합니다.

3.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
다(System 메뉴의 Basic Authentica 
tion>User Name 및 Password).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장치에 Wi-Fi 

Remote 화면이 나타납니다.

Wi-Fi Remote 화면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Lock 노브를 밀면 레코딩 버튼 조

작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마트폰용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URL의 

“rm.html”을 “rms.html”로 변경하십시오. 

태블릿용 페이지를 표시하려면 URL의 “rm.

html”을 “rmt.html”로 변경하십시오. “rm.

html”을 입력하면 페이지가 해당 장치의 표

시용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하지만 장치에 

따라 적절한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Wi-Fi Remote 화

면이 캠코더 설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가 발생하면 브라우저 창을 다

시 로드하십시오.

  -  연결된 상태에서 캠코더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  연결된 상태에서 캠코더를 직접 조작하는 

경우

  -  장치를 다시 연결한 경우

  -  브라우저 Forward/Back 버튼을 사용한 

경우
  무선 신호 강도가 약해지면 Wi-Fi 리모트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Fi 리모트 컨트롤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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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썸네일(인덱스 영상)
클립의 인덱스 영상을 표시합니다. 클립을 

레코딩 하면 자동으로 첫 프레임이 인덱스 

영상으로 설정됩니다.

클립/프레임 정보가 썸네일 아래에 표시됩

니다. 표시된 정보는 Thumbnail 메뉴의 

Customize View(78페이지)>Thumbnail 

Caption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클립 이름
선택한 클립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3. 레코딩 비디오 포맷
선택한 클립의 파일 포맷을 표시합니다.

썸네일 화면

썸네일 화면

THUMBNAIL 버튼(9페이지)을 누르면 썸네일 화면이 나타납니다. 썸네일 화면에는 XQD 메

모리 카드에 저장된 클립이 썸네일(인덱스 영상)로 표시됩니다.

썸네일 화면에서 클립을 선택하고 해당 클립의 플레이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이미

지는 뷰파인더와 외부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THUMBNAIL 버튼을 다시 누르면 썸네일 화면이 닫히고 카메라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참고

현재 선택한 레코딩 포맷으로 레코딩한 클립만 썸네일 화면에 표시됩니다. 원하는 레코딩 클립

이 표시되지 않으면 레코딩 포맷을 확인하십시오. 미디어를 포맷(초기화)하기 전에 이 점을 특

히 주의하십시오.

 스크린 레이아웃

커서 위치의 클립에 대한 정보가 화면 아래에 표시됩니다.

커서(황색)

현재 선택한 XQD 메모리 카드 표시등(카드가 보호되어 있으면 잠금 아
이콘이 표시됩니다.)

클립 번호/총 클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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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레코딩 정보
특수 레코딩 모드로 클립이 레코딩 된 경우 

레코딩 모드만 표시됩니다.

슬로우 앤 퀵 모션 클립의 경우는 오른쪽에 

프레임 레이트가 표시됩니다.

5. 클립 듀래이션

6. 생성 날짜

 레코딩 된 클립 플레이백 하기 

캠코더가 레코딩 대기(Stby) 모드인 경우 레

코딩 된 클립을 플레이백 할 수 있습니다.

1.  플레이백할 XQ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2.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3.  SEL/SET 다이얼(9페이지)을 돌려 플레이
백할 클립의 썸네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4. SEL/SET 다이얼을 누릅니다.
선택한 클립의 시작 부분부터 플레이백이 

시작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백을 제어할 수 있
습니다.
SEL/SET 다이얼:

플레이백을 일시정지합니다.다시 누르면 

정상 플레이백으로 되돌아갑니다.

왼쪽/오른쪽 버튼 누르기:

클립/다음 클립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오른쪽 버튼 누르고 있기:

고속으로 역방향/순방향 이동합니다.

버튼을 놓으면 정상 플레이백으로 되돌아

갑니다.

CANCEL/BACK 버튼:

플레이백이 중지되고 레코딩 대기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참고

   클립 사이의 경계에서 일시적인 영상 끊김

이 나타나거나 스틸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

습니다. 이 기간에는 캠코더를 조작할 수 없

습니다.
  썸네일 화면에서 클립을 선택하여 플레이백

을 시작하면 클립 시작 부분에서 일시적인 

영상 끊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립의 시작 

부분을 끊김 없이 보려면 캠코더를 플레이

백 모드로 전환하고 일시 정지한 다음, SEL/

SET 다이얼의 왼쪽 버튼을 사용하여 클립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플레이백을 시

작하십시오.
  제공된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하여 플레이백

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클립 플레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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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화면에서 클릭을 조작하거나 썸네일 

메뉴를 사용해 클립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MENU 버튼을 누르고 썸네일을 선택하면 

Thumbnail 메뉴(78페이지)가 나타납니다.

 Thumbnail 메뉴 작업

SEL/SET 다이얼(9페이지)을 돌려 기능을 선

택한 다음 SEL/SET 다이얼을 누릅니다.

CANCEL/BACK 버튼(9페이지)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참고

메뉴가 표시되어 있을 때의 상태에 따라 일부 

항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Thumbnail 메뉴 항목

Display Clip Properties

Set Index Picture

Thumbnail View

Set Shot Mark

Set Clip Flag

Lock/Unlock Clip

Delete Clip

Filter Clips

Customize View

클립 작업 메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umbnail 메뉴"(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클립 속성 표시하기

T hu mb na i l  메 뉴 의  D i s p l ay  C l i p 

Properties(78페이지)를 선택하여 클립 속성 

화면을 표시합니다.

에센스 마크 썸네일 화면 표시하기

Thumbnail 메뉴의 Thumbnail View(78페이

지) >Essence Mark Thumbnail을 선택하고 

에센스 마크를 선택하여 지정된 에센스 마크

가 있는 프레임의 썸네일 보기를 표시합니다.

필터링된 클립 썸네일 화면 표시하기

Thumbnail 메뉴의 Filter Clips(78페이지)를 

선택하고 클립 플래그 유형을 선택하여 지정

된 플래그가 있는 클립만 표시합니다.

클립 삭제하기

XQD 메모리 카드에서 클립을 삭제할 수 있

습니다. Thumbnail 메뉴의 Delete Clip 

>Select Clip 또는 All Clips를 선택합니다.

Select Clip:
선택한 클립을 삭제합니다. 복수의 클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ll Clips:
표시된 모든 클립을 삭제합니다.

썸네일 화면에 표시된 정보 변경하기

썸네일 아래에 표시되는 클립/프레임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Thumbnail 메뉴의 Customize View 

>Thumbnail Caption을 선택하고 표시할 정

보를 선택합니다.

Date Time:
클립 생성 날짜 및 시간, 마지막 수정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Time Code:
타임코드를 표시합니다.

Duration:
클립의 듀래이션을 표시합니다.

Sequential Number:
각 썸네일의 순차 번호를 표시합니다.

클립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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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표시 및 설정

Setup 메뉴 구성 및 계층 구조

MENU 버튼을 눌러 뷰파인더에 설정 메뉴를 

표시하고 촬영, 레코딩 및 플레이백을 위한 

다양한 항목을 지정합니다(메뉴를 외부 모니

터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메뉴는 다

음 메뉴로 구성됩니다.

User 메뉴:
Edit User Menu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구

성한 메뉴 항목이 포함됩니다.

Edit User 메뉴:
User 메뉴를 편집하는 데 필요한 메뉴 항

목이 포함됩니다.

Camera 메뉴:
촬영 관련 설정이 포함됩니다.

Paint 메뉴:
화질 관련 설정이 포함됩니다.

Audio 메뉴:
오디오와 관련된 설정이 포함됩니다.

Video 메뉴:
비디오 출력과 관련된 설정이 포함됩니다.

VF 메뉴:
뷰파인더 표시에 대한 설정이 포함됩니다.

TC/UB 메뉴:
타임코드 및 유저 비트와 관련된 설정이 포

함됩니다.

Recording 메뉴:
레코딩 관련 설정이 포함됩니다.

Thumbnail 메뉴:
썸네일 표시와 관련된 설정이 포함됩니다.

Media 메뉴:
미디어와 관련된 설정이 포함됩니다.

File 메뉴:
파일과 관련된 설정이 포함됩니다.

System 메뉴:
시스템 관련 설정이 포함됩니다.

 Setup 메뉴 구성

User
(출고 시 설정)

Country

Base Setting

Rec Format

Codec

S&Q Motion

Picture Cache Rec

Simul Rec

Output Format

Monitor LUT

Clip

VF Setting

Assignable Button

Assignable Dial

Format Media

Edit User Menu

Edit User Add Item

Customize Reset

Camera ISO/Gain/EI

Auto Exposure

Focus

Shutter

Color Bars

Noise Suppression

Flicker Reduce

SteadyShot

Handle Zoom

Auto Black Balance

AF Micro Adjustment

Video Light Set

Paint White

Offset White

Black

Gamma

Black Gamma

Knee

White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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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HD Mode)

Skin Detail

Aperture

Matrix

Multi Matrix

Maintenance

Audio Audio Input

Audio Output

Video Output On/Off

Output Format

Output Setting

Monitor LUT

Output Display

VF VF Setting

Peaking

Zebra

Marker

Display On/Off

TC/UB Timecode

TC Display

Users Bit

HDMI TC Out

Recording S&Q Motion

Picture Cache Rec

Simul Rec

SDI/HDMI Rec Control

Thumbnail Display Clip Properties

Set Index Picture

Thumbnail View

Set Shot Mark

Set Clip Flag

Lock/Unlock Clip

Delete Clip

Filter Clips

Customize View

Media Update Media

Format Media

Clip

File All File

Scene File

User Menu Item

User Gamma

Monitor LUT

Monitor 3D LUT

Lens File

System Base Setting

Codec

Rec Format

Genlock

Assignable Button

Assignable Dial

Rec Lamp

Fan Control

HOLD Switch Setting

Lens

Language

Clock Set

Country

Hours Meter

Basic Authentication

Wi-Fi

GPS

IR Remote

Camera Battery Alarm

Camera DC IN Alarm

Ext. Unit Battery Alarm

Ext. Unit DC IN Alarm

All Reset

APR

Camera Config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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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버튼을 눌러 뷰파인더에 설정 메뉴를 

표시하고 촬영, 레코딩 및 플레이백을 위한 

다양한 항목을 지정합니다(메뉴를 외부 모니

터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제어

MENU 버튼(9페이지)
설정 메뉴 작업을 위한 메뉴 모드를 켜고 끕

니다.

왼쪽 버튼/오른쪽 버튼(9페이지) 및 SEL/SET 
다이얼(9페이지)
왼쪽/오른쪽 버튼을 눌러 커서를 왼쪽/오른쪽 

이동하여 메뉴 항목 또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SEL/SET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위/아래로 

이동하여 메뉴 항목 또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항목을 적용하려면 SEL/SET 다이얼

을 누릅니다.

CANCEL/BACK 버튼(9페이지)
설정이 적용되기 전에 취소하고 메뉴 계층 구

조에서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참고

포커스 확대 모드(37페이지)일 때는 설정 메

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메뉴 항목 설정하기

SEL/SET 다이얼을 돌려 설정할 메뉴 항목으

로 커서를 이동한 다음 SEL/SET 다이얼을 

눌려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메뉴 항목 선택 영역은 8줄까지 표시됩니

다. 항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동시

에 표시할 수 없으면 커서를 위/아래로 이동

하여 화면을 스크롤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옵션이 광범위하게 있는 항목

(예: -99 ~ +99)의 경우는 선택 영역이 표

시되지 않습니다. 해당 값을 변경할 수 있으

면 현재 설정이 강조 표시됩니다.

. 기능에 대해 [Execute]를 선택하면 해당하

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실행 전에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면 

임시로 메뉴를 숨기고 확인 메시지를 표시합

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후 기능을 실행하거

나 취소하십시오.

문자열 입력하기

파일 이름과 같이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항목

을 선택하면 문자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1.  SEL/SET 다이얼을 돌려 문자 유형을 선
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ABC: 영문자 대문자 

abc: 영문자 소문자

123: 숫자

!#$: 특수 문자

2.  선택한 문자 유형에서 문자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커서가 다음 필드로 이동합니다.

Space: 커서 위치에 공백 문자를 입력합니

다.

←/→ : 커서 위치를 이동합니다. 

BS: 커서 왼쪽의 문자를 삭제합니다(백스

페이스).

3.  끝나면 [Done]을 선택한 후 다이얼을 누릅
니다.
문자열이 확정되고 문자 입력 화면이 사라

집니다.

Setup 메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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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리스트

이 절에서는 각 메뉴에 있는 항목의 기능 및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출고 시 기본 설정은 굵

게 표시됩니다(예: 18dB).

 User Menu

User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Country 지역 설정 System 메뉴의 Country 참조

Base Setting
기본 설정

System 메뉴의 Base Setting 

참조

Rec Format
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참조

Codec 코덱 설정 System 메뉴의 Codec 참조

S&Q Motion
슬로우 앤 퀵 모션 모드 설정

Recording 메뉴의 S&Q Motion 

참조

Picture Cache Rec
픽쳐 캐시 레코딩 모드 설정

Recording 메뉴의 Picture 

Cache Rec 참조

Simul Rec
동시 레코딩 설정

Recording 메뉴의 Simul Rec 

참조

Output Format
출력 포맷 설정

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참조

Monitor LUT
모니터 LUT 설정

Video 메뉴의 Monitor LUT 

참조

Clip 클립 이름 관련 설정 Media 메뉴의 Clip 참조

VF Setting 뷰파인더 설정 VF 메뉴의 VF Setting 참조

Assignable Button
어사인 버튼에 기능을 지정하

기 위한 설정

System 메뉴의 Assignable 

Button 참조

Assignable Dial
어사인 다이얼에 기능을 지정

하기 위한 설정

System 메뉴의 Assignable Dial 

참조

Format Media
메모리 카드 포맷(초기화)

Media 메뉴의 Format Media 

참조

Edit User Menu
USER 메뉴 항목 편집

USER 메뉴의 항목을 편집합니다.

“Edit User Menu”를 선택하면 

Edit User 메뉴가 최상위 레벨로 이

동하고 메뉴 항목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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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 User Menu

User 메뉴에서 “Edit User Menu”를 선택하면 Edit User 메뉴가 최상위 레벨에 표시됩니다.

Edit User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Add Item
USER 메뉴에 항목 추가

USER 메뉴에 메뉴 항목을 추가합

니다.

Customize Reset
USER 메뉴의 항목 초기화

User 메뉴에 등록된 메뉴 항목을 출

고 시 기본값으로 복구합니다.

편집 중에 선택한 메뉴 항목 Delete User 메뉴에서 등록된 메뉴 항목을 

삭제합니다.

Move User 메뉴 내에서 등록된 메뉴 항목

을 재배열합니다.

Edit Sub Item User 메뉴에 등록된 메뉴의 하위 항

목을 삭제합니다.

 Camera 메뉴

Camera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ISO/Gain/EI
게인 설정

Mode

ISO/dB

게인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ISO/Gain<H>

Mode가 ISO로 설정되고 다이나

믹 레인지는 460%인 경우.

ISO 800 / ISO 1000 / ISO 

1250 / ISO 1600 / ISO 2000 

/ ISO 2500 / ISO 3200 / ISO 

4000 / ISO 5000 / ISO 6400

Mode가 ISO로 설정되고 다이나

믹 레인지는 800%인 경우.

ISO 1600 / ISO 2000 / ISO 

2500 / ISO 3200 / ISO 4000 

/ ISO 5000 / ISO 6400 / ISO 

8000 / ISO 10000 / ISO 12500

<H> 게인 프리셋 값을 설정합니다.

Mode가 ISO로 설정되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1300%

인 경우(Gamma Category는 S-Log3으로 설정).

ISO 2000 / ISO 2500 / ISO 3200 / ISO 4000 / 

ISO 5000 / ISO 6400 / ISO 8000 / ISO 10000 / 

ISO 12500 / ISO 16000

Mode가 dB로 설정된 경우.

-3dB / 0dB / 3dB / 6dB / 9dB / 12dB / 18dB

ISO/Gain<M>

(ISO/ Gain<H>와 동일한 설정)

<M> 게인 프리셋 값을 설정합니다.

ISO/Gain<L>

(ISO/ Gain<H>와 동일한 설정)

<L> 게인 프리셋 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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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Exposure Index<H>

500EI / 4.0E

640EI / 4.3E

800EI / 4.7E

1000EI / 5.0E

1250EI / 5.3E

1600EI / 5.7E

2000EI / 6.0E

2500EI / 6.3E

3200EI / 6.7E

4000EI / 7.0E

5000EI / 7.3E

6400EI / 7.7E

8000EI / 8.0E

<H> 노출 인덱스 값을 설정합니다.

Cine EI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

Exposure Index<M>

(Exposure Index<H>와 동일

한 설정)

<M> 노출 인덱스 값을 설정합니다.

Exposure Index<L>

(Exposure Index<H>와 동일

한 설정)

<L> 노출 인덱스 값을 설정합니다.

Shockless Gain

On/Off
부드러운 게인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uto 
Exposure
자동 노출 조

정 설정

Level

-2.0 / -1.75 / -1.5 / -1.25 / 

-1.0 / -0.75 / -0.5 / -0.25 

/ 0 / +0.25 / +0.5 / +0.75 / 

+1.0 / +1.25 / +1.5 / +1.75 / 

+2.0

자동 감지된 노출에 맞춰 밝기 수준을 설정합니다.

Mode

Backlight / Standard / 

Spotlight

제어 모드를 설정합니다.

Backlight:

역광 모드(피사체에 역광이 비출 때 해당 피사체의 

다크닝을 줄이기 위한 모드)

Standard:

표준 모드

Spotlight:

스포트라이트 모드(피사체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때 화이트 클리핑을 줄이기 위한 모드)

Speed

–99 ~ +99(±0)

조정 속도를 설정합니다.

AGC

On/Off
AGC(오토 게인 제어)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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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AGC Limit

ISO/Gain/EI >Mode가 dB로 설정된 

경우.

3dB / 6dB / 9dB / 12dB / 15dB / 

18dB

ISO/Gain/EI >Mode가 ISO로 설정되

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460%인 경우.

ISO1000 / ISO1600 / ISO2000 / 

ISO3200 / ISO4000 / ISO6400

ISO/Gain/EI >Mode가 ISO로 설정되

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800%인 경우.

ISO2000 / ISO3200 / ISO4000 / 

ISO6400 / ISO8000 / ISO12500

ISO/Gain/EI >Mode가 ISO로 설정

되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1,300%인 경

우.

ISO2500 / ISO4000 / ISO5000 / 

ISO8000 / ISO10000 / ISO16000

AGC 기능의 최대 게인을 설정합니다.

Auto Shutter

On/Off
오토 셔터 제어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SHT Limit

1/100 / 1/150 / 1/200 / 1/250 / 

1/2000

오토 셔터 기능의 가장 빠른 셔터 속도를 설정

합니다.

Clip High light

On/Off
가장 밝은 영역을 무시하여 고휘도에 플래터 

반응을 제공하는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Detect Window

1 / 2 / 3 / 4 / 5 / 6

피사체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노출을 조정하

기 위한 라이트 미터 범위를 설정합니다. (수동

으로 노출을 조정할 때는 사용 불가능)

Iris Window Indication

On/Off
Detect Window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Focus
포커스 설정

AF Assist

On/Off
On으로 설정되면 오토 포커스를 일시적으로 

오버라이드하고 포커스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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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Shutter
전자 셔터 작동 

조건 설정

Mode

Speed / Angle / ECS / Off

전자 셔터의 작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Speed/Angle(표준 모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할 

때 사용됩니다. 초 단위로 셔터 속도(Speed)

를 설정하거나 셔터 각도(Angle)를 설정하

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ECS(Extended Clear Scan):

뷰파인더에 나타나는 수평 바를 스크롤하지 

않고 촬영할 때 사용됩니다.

Shutter Speed

1/3 ~ 1/9000

Mode가 Speed로 설정된 경우 셔터 속도를 설

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은 선택된 비디오 

포맷의 프레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Shutter Angle

5.625°/ 11.25°/ 22.5°/ 45° 

/ 90°/ 120°/ 144°/ 150°/ 

172.8°/ 180°/ 216°/ 300°

Mode가 Angle로 설정된 경우 셔터 각도를 설

정합니다.

ECS Frequency

23.99 ~ 8000(60)

Mode가 ECS로 설정된 경우 ECS 주파수를 설

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설정은 선택된 비디오 

포맷의 프레임 주파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Color Bars

컬러 바 설정

Setting  On/Off 컬러 바를 켜거나 끕니다.

Type

ARIB / SMPTE / 75% / 100%

컬러 바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Noise

잡음 억제 설정

Setting

On/Off

노이즈 억제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System 메뉴의 Base Setting >Shooting 

Mode가 Custom으로 설정된 경우 활성화됨)

Level  Low/Mid/High 노이즈 억제 레벨을 설정합니다.

Flicker Reduce

플릭커 보정 설

정

Mode  Auto / On / Off 플릭커 보정 모드를 설정합니다.

Frequency  

50Hz / 60Hz
플릭커의 원인이 되는 조명에 공급되는 전원의 

주파수로 설정됩니다.

SteadyShot

이미지 흔들림 

보정 설정

Setting

Active SteadyShot / 

SteadyShot / Off

이미지 흔들림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호환되는 렌즈를 장착한 경우 활성화됩니다.

Handle Zoom

핸들 줌 설정

Zoom Speed Type

Fix / Variable / Off

핸들의 줌 레버 모드를 설정합니다.

참고

핸들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Zoom Speed

1 ~ 8(3)

핸들 줌의 속도를 설정합니다.(Zoom Speed 

Type이 Fix로 설정된 경우 활성화됨)

참고

핸들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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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Auto Black 
Balance
오토 블랙 밸런

스 설정

Auto Black Balance

Execute/Cancel

오토 블랙 밸런스 기능을 실행합니다.

참고

  아이리스가 닫혀 있지 않으면 오토 블랙 밸런

스 기능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렌즈 캡을 장

착한 후 실행하십시오.

  레코딩 또는 컬러 바 표시 중에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Interval Rec 모드, Frame Rec 모드, Slow 

& Quick Motion 모드 또는 Slow Shutter 모

드일 때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AF Micro 
Adjustment
포커스 위치 미

세 조정(LA-

EA2/4(옵션)를 

사용하는 경우 

활성화됨)

Setting

On/Off
오토 포커스 미세 조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mount

-20 ∼ 0 ∼ +20

자동 포커스 미세 조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A-마운트 렌즈를 조정합니

다.

1.  LA-EA2/4(옵션)를 사용하여 조정할 렌즈

를 장착합니다.

2.  Setting을 On으로 설정하고 Amount 값을 

조정합니다.

값이 양수이면 피사체 위로 포커스가 이동하

고 음수이면 피사체 앞으로 포커스가 이동합

니다.

포커스 조정 중에 원푸시 AF 등을 사용하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lear All

Execute/Cancel

저장된 조정 값을 초기화합니다.

Video Light Set
비디오 광원 

설정(HVL-

LBPC(옵션)를 

사용하는 경우)

Video Light Set

Power Link / Rec Link / Rec 

Link + Stby

멀티 인터페이스 슈에 부착된 비디오 광원의 

조명 제어 방법을 설정합니다.

Power Link:

캠코더를 켜거나 끌 때 비디오 광원을 켜거

나 끕니다.

Rec Link:

캠코더에서 레코딩을 시작하거나 중지할 때 

비디오 광원을 켜거나 끕니다.

Rec Link + Stby:

캠코더가 레코딩 중이거나 대기 모드일 때 

비디오 광원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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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 메뉴

Paint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White

화이트 밸런스 

설정

 

50000K(3200K)

50000K(3200K)

Color Temp<A>

1500K ~ 50000K(3200K)

메모리 A에 저장된 화이트 밸런스 색 온도를 표

시합니다.

Color Temp. Balance<A>

-99 ~ +99(±0)

메모리 A에 저장되는 화이트 밸런스 게인 값을 

설정합니다(R 게인과 B 게인에 연결).

R Gain<A>

-99 ~ +99(±0)

메모리 A에 저장되는 화이트 밸런스 R 게인 값

을 설정합니다.

B Gain<A>

-99 ~ +99(±0)

메모리 A에 저장되는 화이트 밸런스 B 게인 값

을 설정합니다.

Color Temp<B>

1500K ~

메모리 B에 저장되는 화이트 밸런스 색 온도를 

표시합니다.

Color Temp. Balance<B>

-99 ~ +99(±0)

메모리 B에 저장되는 화이트 밸런스 게인 값을 

설정합니다(R 게인과 B 게인 연결).

R Gain<B>

-99 ~ +99(±0)

메모리 B에 저장되는 화이트 밸런스 R 게인 값

을 설정합니다.

B Gain<B>

-99 ~ +99(±0)

메모리 B에 저장되는 화이트 밸런스 B 게인 값

을 설정합니다.

Filter White Memory

On/Off
각 ND 필터의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영역을 설

정하는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On: 각 ND 필터의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를 설

정합니다.

Off: 모든 ND 필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화

이트 밸런스 메모리를 설정합니다.

Shockless White

Off / 1 / 2 / 3

화이트 밸러스 모드를 전환할 때 화이트 밸런스 

응답 속도를 설정합니다. Off: 즉시 전환합니다.

1~3: 숫자가 높을수록 더 느리게 전환됩니다.

White Switch <B>

Memory / ATW

WHT BAL 스위치가 B로 설정된 경우 선택할 

화이트 밸런스 조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ATW Speed

1 / 2 / 3 / 4 / 5

ATW 모드에서 응답 속도를 설정합니다.

1: 가장 빠른 응답 속도

Color Temp<P>  1500K ~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 값을 설정합니다.

C.Temp BAL <P>

-99 ~ +99(±0)

Color Temp <P>로 만족스러운 비디오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더 정밀한 색 온도 설정을 지정합니다.

R Gain <P>  -99 ~ +99(±0) R 게인 프리셋 값을 지정합니다.

B Gain <P>   -99 ~ +99(±0) B 게인 프리셋 값을 지정합니다.

AWB Enable<P>

On/Off
WHT BAL 스위치를 PRESET으로 설정한 

경우 오토 화이트 밸런스의 실행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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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Offset White
화이트 밸런스 

오프셋 설정

Offset White<A>

On/Off
메모리 A의 화이트 밸런스에 오프셋을 추가할

지(On), 추가하지 않을지(Off) 선택합니다.

Warm Cool <A>

-99 ~ +99(±0)

Offset White<A>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메모리 A의 화이트 밸런스에 색온도로 추가되

는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Warm Cool Balance<A>

-99 ~ +99(±0)

Warm Cool <A>를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이미

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더 정밀한 색온도를 설

정합니다.

Offset White<B>

On/Off
메모리 B의 화이트 밸런스에 오프셋 값을 추가

할지(On), 추가하지 않을지(Off) 선택합니다.

Warm Cool <B>

-99 ~ +99(±0)

Offset White<B>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메

모리 B의 화이트 밸런스에 색온도로 추가되는 

오프셋을 설정합니다.

Warm Cool Balance<B>

-99 ~ +99(±0)

Warm Cool <B>를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이미

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더 정밀한 색온도를 설

정합니다.

Offset White<ATW>

On/Off

ATW 화이트 밸런스에 오프셋 값을 추가할지

(On), 추가하지 않을지(Off) 선택합니다.

Warm Cool <ATW>

-99 ~ +99(±0)

Offset White<ATW>가 "On"으로 설정된 경우 

ATW 화이트 밸런스에 색온도로 추가되는 오

프셋을 설정합니다.

Warm Cool Balance<ATW>

-99 ~ +99(±0)

Warm Cool <ATW>를 사용하여 만족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더 정밀한 색온도

를 설정합니다.

Black
블랙 설정

Setting

On/Off
블랙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Master Black

-99 ~ +99(±0)

마스터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참고

SEL/SET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면 미세 조정

이 가능합니다. 이때 표시된 값은 변경할 수 없

습니다.

R Black

-99 ~ +99(±0)

R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B Black

-99 ~ +99(±0)

B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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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Gamma
감마 보정 설정

Setting

On/Off
감마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Step Gamma

0.35 ∼ 0.45 ∼ 0.90

감마 보정 값을 0.05단계로 설정합니다.

Master Gamma

-99 ~ +99(±0)

마스터 감마 레벨을 설정합니다.

R Gamma

-99 ~ +99(±0)

R 감마 레벨을 설정합니다.

G Gamma

-99 ~ +99(±0)

G 감마 레벨을 설정합니다.

Gamma Category

STD / HG / User / S-Log3

Gamma Select

Gamma Category가 STD로 설정

된 경우.

STD1 DVW / STD2 x 4.5 / 

STD3 x 3.5 / STD4 240M / 

STD5 R709 / STD6 x 5.0

Gamma Category가 HG로 설정된 

경우.

HG1 3250G36/HG2 4600G30/

HG3 3259G40/HG4 

4609G33/HG7 8009G40/HG8 

8009G33

Gamma Category가 User로 설정

된 경우.

User 1 / User 2 / User 3 / 

User 4 / User 5

Gamma Category가 S-Log3으로 

설정된 경우.

S-Log3

표준 감마(STD), HyperGamma(HG), 유저 감

마(User) 또는 S-Log3의 사용을 선택합니다.

감마 보정에 사용할 감마 테이블을 선택합니

다.

Black Gamma Setting

On/Off
블랙 감마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Black Gamma 및 Knee >Knee Saturation 

기능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Range

Low/Mid/High
블랙 감마 보정의 유효 범위를 선택합니다.

Master Black Gamma

-99 ~ +99(±0)

마스터 블랙 감마 레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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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Knee Setting

On/Off

니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Gamma >Gamma Category가 STD로 설

정된 경우 활성화됨)

Auto Knee

On/Off

오토 니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Point

75% ~ 109%(90%)

니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Slope

-99 ~ +99(±0)

니 슬로프를 설정합니다.

Knee Saturation

On/Off

니 새츄레이션 조정(니 포인트를 초과하는 

컬러 조정)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참고

B lack  Gamma  및  Kne e  >Kne e 

Saturation 기능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

니다.

Knee Saturation Level

-99 ~ +99(±0)

니 포인트를 초과하는 컬러의 조정(니 새츄

레이션) 레벨을 설정합니다.

White Clip
화이트 클립 

조정 설정

Setting

On/Off

화이트 클립 조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Level

Country가 PAL Area로 설정되지 않

은 경우.

90.0% ~ 109.0%(108.0%)

Country가 PAL Area로 설정된 경우.

90.0% ~ 109.0%(105.0%)

화이트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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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t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Detail
디테일 조정 설정

Setting  On/Off 디테일 조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Level -99 ~ +99(±0)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

H/V Ratio

-99 ~ +99(±0)

H 디테일 레벨과 V 디테일 레벨 사이의 믹

스 비율을 설정합니다.

Crispening  -99 ~ +99(±0) 크리스프닝 레벨을 설정합니다.

Level Depend  On/Off 레벨 디펜드 조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Level Depend Level -99 ~ +99(±0) 레벨 디펜드 레벨을 설정합니다.

주파수

-99 ~ +99(±0)

디테일의 중심 주파수(디테일 강도)를 설정

합니다. 중심 주파수가 높을수록 디테일은 

약해지고 중심 주파수가 낮을수록 디테일은 

강해집니다.

Knee Aperture  On/Off 니 아퍼처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Knee Aperture Level 

-99 ~ +99(±0)

니 아퍼처 레벨을 설정합니다.

Limit

-99 ~ +99(±0)

화이트 측 및 블랙 측 방향의 디테일 리미터

를 설정합니다.

White Limit  -99 ~ +99(±0) 화이트 측 디테일 리미터를 설정합니다.

Black Limit  -99 ~ +99(±0) 블랙 측 디테일 리미터를 설정합니다.

V Black Limit  -99 ~ +99(±0) 블랙 측 V 디테일 리미터를 설정합니다.

V Detail Creation

NAM / Y / G / G+R

V 디테일을 생성하기 위한 신호 원본을 

NAM(G 또는 R 중 높은 쪽), Y, G 또는 

G+R로 설정합니다.

Skin Detail
스킨 디테일 

보정 설정

Setting  On/Off 스킨 디테일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rea Detection

Execute/Cancel

스킨 디테일 보정에 사용되는 컬러를 감지합

니다. Execute: 감지를 실행합니다.

Area Indication

On/Off
스킨 디테일 보정에 사용되는 컬러 영역에 

지브라를 표시하는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Level  -99 ~ +99(±0) 스킨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

Saturation

-99 ~ +99(±0)

스킨 디테일 보정에 적용할 컬러의 채도를 

설정합니다.

Hue

0 ~ 359

스킨 디테일 보정에 적용할 컬러의 색조를 

설정합니다.

Width

0 ~ 90(40)

스킨 디테일 보정에 적용할 컬러의 색조 범

위를 설정합니다.

Aperture
아퍼처 보정 

설정

Setting

On/Off
아퍼처 보정(비디오 신호에 고주파 아퍼처 

신호를 추가하여 높은 주파수 특성으로 인

한 열화를 보정함으로써 해상도를 향상시키

는 처리)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Level

-99 ~ +99(±0)

아퍼처 보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68

Paint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Matrix
매트릭스 보정 

설정

Setting   On/Off 매트릭스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daptive Matrix   On/Off 조절식 매트릭스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Preset Matrix   On/Off 프리셋 매트릭스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Preset Select

Standard
High Saturation  FL Light

Cinema  F55 709 Like

프리셋 매트릭스를 선택합니다.

User Matrix   On/Off 사용자 매트릭스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Level  -99 ~ +99(±0) 전체 이미지의 컬러 채도를 조정합니다.

Phase  -99 ~ +99(±0) 전체 이미지의 컬러 톤(위상)을 조정합니다.

User Matrix R-G

-99 ~ +99(±0)

사용자 정의 R-G 사용자 매트릭스를 설정합

니다.

User Matrix R-B

-99 ~ +99(±0)

사용자 정의 R-B 사용자 매트릭스를 설정합

니다.

User Matrix G-R

-99 ~ +99(±0)

사용자 정의 G-R 사용자 매트릭스를 설정합

니다.

User Matrix G-B

-99 ~ +99(±0)

사용자 정의 G-B 사용자 매트릭스를 설정합

니다.

User Matrix B-R

-99 ~ +99(±0)

사용자 정의 B-R 사용자 매트릭스를 설정합

니다.

User Matrix B-G

-99 ~ +99(±0)

사용자 정의 B-G 사용자 매트릭스를 설정합

니다.

Multi Matrix
멀티 매트릭스 

보정 설정

Setting   On/Off 멀티 매트릭스 보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rea Indication   On/Off 영역 표시를 켜거나 끕니다.

Color Detection

Execute/Cancel

멀티 매트릭스 보정에 사용되는 컬러를 감지

합니다.

Axis

B / B+ / MG- / MG / MG+ / 

R / R+ / YL- / YL / YL+ / G- / 

G / G+ / CY / CY+ / B-

축을 선택합니다.

Hue

-99 ~ +99(±0)

멀티 매트릭스 보정에 사용할 컬러 색조를 설

정합니다.

Saturation

-99 ~ +99(±0)

멀티 매트릭스 보정에 사용할 컬러 채도를 설

정합니다.

Maintenance
유지보수 설정

Test Saw

On/Off
테스트 신호를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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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메뉴

Audio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Audio Input
오디오 입력 설정

CH1 Input Select

INPUT1 / Internal MIC / Shoe 1

채널 1에서 레코딩에 사용할 입력 소스를 전

환합니다.

CH2 Input Select

INPUT1 / INPUT2 / 

Internal MIC / Shoe 2

채널 2에서 레코딩에 사용할 입력 소스를 전

환합니다.

INPUT1 Reference

-60dB / -50dB / -40dB

INPUT1의 XLR 마이크 입력에 사용할 레퍼

런스 레코딩 레벨을 설정합니다.

INPUT2 Reference

-60dB / -50dB / -40dB

INPUT2의 XLR 마이크 입력에 사용할 레퍼

런스 레코딩 레벨을 설정합니다.

Audio Input Level

0 ~ +99
오디오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CH1 Wind Filter

On/Off
채널 1에서 레코딩에 사용할 윈드 차단 필터

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CH2 Wind Filter

On/Off
채널 2에서 레코딩에 사용할 윈드 차단 필터

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Limiter Mode

Off / -6dB / -9dB / -12dB / 

-15dB / -17dB

수동으로 오디오 입력 레벨을 조정하는 경우 

강한 입력 신호에 대한 리미터 특성을 선택

합니다.

AGC Mode   Mono / Stereo 오토 레벨 조정 모드를 설정합니다.

AGC Spec

-6dB / -9dB / -12dB / -15dB / 

-17dB

AGC 특성을 선택합니다.

1kHz Tone on Color Bars

On/Off
컬러 바를 표시하는 경우 1kHz 레퍼런스 톤 

신호를 켜거나 끕니다.

CH1 Level

Audio Input Level / Side / 

Lvl+Side

채널 1에서 레코딩에 사용되는 오디오 입력 

레벨 조정 기능의 결합을 설정합니다.

CH2 Level

Audio Input Level / Side / 

Lvl+Side

채널 2에서 레코딩에 사용되는 오디오 입력 

레벨 조정 기능의 결합을 설정합니다.

Audio Output
오디오 출력 설정

Monitor CH

MIX / CH1 / CH2

헤드폰 커넥터와 내장 스피커에 대한 오디오 

채널 출력을 선택합니다.

Monitor Volume

0 ~ 15(7)
헤드폰 커넥터와 내장 스피커에 출력되는 모

니터 오디오 레벨을 선택합니다.

Headphone Out

Mono / Stereo

헤드폰 커넥터 출력을 모노(Mono) 또는 스

테레오(Stereo)로 할지를 선택합니다.

Alarm Volume   0 ~ 7(4) 경보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Output Limiter

On/Off
오디오 출력 리미터를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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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메뉴

Video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Output On/Off
비디오 출력 설정

SDI

On/Off

SDI 출력을 켜거나 끕니다.

HDMI

On/Off

HDMI 출력을 켜거나 끕니다.

Output Format
출력 포맷 설정

SDI SDI 및 HDMI 출력 해상도를 설정합니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 포맷 및 출력 

신호"(9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DMI

Output Setting
출력 변환 모드 

설정

HDMI Target Device

Recorder / Monitor

HDMI 출력에 연결할 HDMI 입력 장치 타입을 설

정합니다.

Recorder:

Cine EI 모드인 경우 SDI1 MLUT 설정을 적용

합니다.

Monitor:

Cine EI 모드인 경우 SDI2 MLUT 및 Output 

Display 설정을 적용합니다.

4K/2K to HD Conv.

Edge Crop / Letter Box
17:9를 16:9 비디오 변환 모드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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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Monitor LUT
모니터 LUT 설정

Cine EI 모드에

서만 사용 가능.

Category

LUT / Look Profile / 

User 3D LUT

모니터 LUT로 사용할 조회 유형을 설정합니다. 

LUT: 프리셋 LUT 또는 유저 LUT를 적용한 비디오를 출

력합니다.

Look Profile: 룩 넘버를 선택하여 컬러 그레이딩의 시작

점으로 적합한 프린트 필름 또는 비디오에 가까운 비디오

를 출력합니다.

유저 3D LUT:유저 3D LUT를 적용한 비디오를 출력합

니다.

LUT Select

P1: 709(800%)
P2: HG8009G40

P3: HG8009G33

P5: S-Log3

U1

U2

U3

U4

U5

U6

Monitor LUT >Category가 LUT로 설정된 경우 LUT 유

형을 선택합니다.

709(800%):ITU-R709 기준 곡선을 사용하여 최대 

800%까지 다이나믹 레인지가 확장되는 신호

HG8009G40:800% 다이나믹 레인지의 하이퍼 감마, 

109% 화이트 리미트 및 18% 그레이 카드에 대한 40% 비

디오 출력을 사용하는 신호

HG8009G33:800% 다이나믹 레인지의 하이퍼 감마, 

109% 화이트 리미트 및 18% 그레이 카드에 대한 33% 비

디오 출력을 사용하는 신호

S-Log3:Cineon Log 곡선과 유사하고 필름의 특성을 가

진 1300% 다이나믹 레인지의 Log 신호 (System 메뉴의 

Base Setting >Color Space가 SGamut3.Cine/SLog3

으로 설정된 경우 활성화됨)

U1 ~ U6:SD 카드에서 임포트 한 유저 LUT 신호

Look Profile Select

1: LC-709
2: LC-709typeA

3: SLog2-709

4: Cine+709

Monitor LUT>Category가 Look Profile로 설정된 경우 

Look 프로파일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User 3D LUT Select

  User 3D-1 User 3D-2

  User 3D-3 User 3D-4

유저 3D LUT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SDI1 & Internal Rec

MLUT On / MLUT Off
SDI OUT1 출력 비디오 및 XQD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 되

는 비디오에 모니터 LUT를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DI2

MLUT On / MLUT Off
SDI OUT2 출력 비디오에 모니터 LUT를 적용할지 여부

를 선택합니다.

HDMI

MLUT On / MLUT Off
HDMI 출력 비디오에 모니터 LUT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Viewfinder

MLUT On / MLUT Off
뷰파인더 출력 비디오에 모니터 LUT를 적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utput Display

출력 신호 설정

SDI2  On/Off SDI 출력 신호와 HDMI 출력 신호에 메뉴 또는 상태를 

수퍼임포즈할지 선택합니다.HDMI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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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F 메뉴

VF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VF Setting
뷰파인더 설정

Brightness

-99 ~ +99(±0)

뷰파인더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Color Mode

Color/B&W

E-E/레코딩 모드에서 뷰파인더의 표시 모

드를 선택합니다.

Peaking
피킹 설정

Setting

On/Off
피킹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Peaking Type

Normal / Color

피킹 유형을 선택합니다.

Normal: 일반 피킹

컬러: 컬러 피킹

Frequency

Normal / High

피킹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Normal Peaking Level

0 ~ 99(50)

일반 피킹 레벨을 설정합니다.

Color

B&W / Red / Yellow / Blue

컬러 피킹 신호의 컬러를 선택합니다.

Color Peaking Level

0 ~ 99(50)

컬러 피킹 레벨을 설정합니다.

Zebra
지브라 패턴 

설정

Setting

On/Off
지브라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Zebra Select

1 / 2 / Both

지브라 패턴 유형(Zebra 1, Zebra 2, Both)

을 선택합니다.

Zebra1 Level

50% ~ 107%(70%)

지브라 1의 표시 레벨을 설정합니다.

Zebra1 Aperture Level

1% ~ 20%(10%)

지브라 1의 아퍼처 레벨을 설정합니다.

Zebra2 Level

52% ~ 109%(100%)

지브라 2의 표시 레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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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Marker
마커 표시 설정

Setting

On/Off

모든 마커 표시를 켜거나 끕니다.

Color

White / Yellow / Cyan / Green / 

Magenta / Red / Blue

마커 신호 컬러를 선택합니다.

Center Marker

1 / 2 / 3 / 4 / Off
센터 마커를 켜거나 끕니다.

Safety Zone

On/Off
세이프티 존 마커를 켜거나 끕니다.

Safety Area

80% / 90% / 92.5% / 95%

안전 영역 마커의 크기(총 화면 크기의 백분

율)를 선택합니다.

Aspect Marker

Line / Mask / Off
화면비 마커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Aspect Mask

0 ~ 15(12)

마커 내 신호에 비례하여 마커를 벗어난 비

디오 신호 레벨을 백분율로 설정합니다.

Aspect Safety Zone

On/Off
화면비 세이프티 존 마커를 켜거나 끕니다.

Aspect Safety Area

80% / 90% / 92.5% / 95%

화면비 안전 영역 마커의 크기(총 화면 크기

의 백분율)를 선택합니다.

Aspect Select

4:3 / 1.66:1 / 1.85:1 / 2.35:1 / 

2.4:1

화면비 마커를 표시할 때의 모드를 설정합

니다.

User Box

On/Off
박스 커서 표시를 켜거나 끕니다.

User Box Width

3 ~ 479(240)

박스 커서 폭을 설정합니다(중앙에서 왼쪽 

및 오른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User Box Height

3 ~ 269(135)

박스 커서 높이를 설정합니다(중앙에서 위

쪽 및 아래쪽 가장자리까지의 거리).

User Box H Position 

-476 ~ +476(0)

박스 커서 중앙의 수평 위치를 설정합니다.

User Box V Position 

-266 ~ +266(0)

박스 커서 중앙의 수직 위치를 설정합니다.

100% Marker

On/Off
100% 마커를 켜거나 끕니다.

Guide Frame

On/Off
가이드 프레임의 표시를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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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Display On/Off
표시 항목 설정

Setting

On/Off

뷰파인더에 표시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Shutter Setting

On/Off

ND Filter Position

On/Off

Gain Setting

On/Off

Rec/Play Status

On/Off

HXR-IFR5 Rec Control

On/Off

Color Temp.

On/Off

Frame Rate

On/Off

Battery Remain

On/Off

Timecode

On/Off

Audio Manual

On/Off

Audio Level Meter

On/Off

Media Status

On/Off

Focus Position

Meter / Feet / Off

Iris Position

On/Off

Zoom Position

Number / Bar / Off

SteadyShot

On/Off

Focus Mode

On/Off

Focus Area Indicator

On/Off

Focus Indicator

On/Off

Auto Shutter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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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C

On/Off

Auto Iris

On/Off

AE Mode

On/Off

Auto Exposure Level

On/Off

White Balance Mode

On/Off

SDI/HDMI Rec Control

On/Off

Rec Format

On/Off

Gamma

On/Off

Timecode Lock

On/Off

Wi-Fi Condition

On/Off

Video Signal Monitor

Off / Waveform / Vector / 

Histogram

Clip Name

On/Off

Focus Assist Indicator

On/Off

Focus Area Marker

On/Off

Video Level Warnings

On/Off

Clip Number

On/Off

GPS

On/Off

Level Gauge

On/Off

Lens Info

Meter / Feet / Off

Notice Message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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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UB 메뉴

TC/UB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Timecode
타임코드 설정

Mode

Preset / Regen / Clock

타임코드 실행 모드를 설정합니다.

Preset:

프리셋 값으로 실행을 시작합니다.

Regen:

이전 클립 끝의 타임코드부터 실행을 시

작합니다.

Clock:

내장된 시계를 타임코드로 사용합니다.

Run

Rec Run/Free Run

Rec Run: 레코딩 중에만 실행됩니다.

Free Run: 캠코더 동작에 관계 없이 항상 

실행됩니다.

Setting 타임코드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SET: 값을 설정합니다.

Reset

Execute/Cancel

타임코드를 00:00:00:00으로 초기화합니

다.

Execute: 타임코드를 초기화합니다.

TC Format

DF/NDF

타임코드 포맷을 설정합니다.

DF: 드롭 프레임

NDF: 논드롭 프레임

TC Display
타임 데이터 

표시 설정

Display Select

Timecode / Users Bit / Duration

타임 데이터 표시를 전환합니다.

Users Bit
유저 비트 관련 

설정

Mode

Fix / Time

유저 비트 모드를 설정합니다.

Fix: 유저 비트에서 임의의 고정 값을 사용

합니다.

Time: 유저 비트에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사용합니다.

Setting 유저 비트를 임의의 값으로 설정합니다.

HDMI TC Out Setting

On/Off
HDMI를 사용하여 타임코드를 다른 용도의 

장치에 출력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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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ing 메뉴

레코딩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S&Q Motion
슬로우 앤 퀵 모

션 모드 설정

Setting

On/Off
슬로우 앤 퀵 모션을 켜거나 끕니다.

High Frame Rate Mode

Off / Full Scan

60P보다 고속의 이미지 처리를 활성화합니

다.

Off:

60P보다 고속의 이미지 처리를 비활성화됩

니다.

Full Scan:

Super 35 프레임 크기에서 고속 이미지 처

리를 활성화합니다.

Frame Rate

최대 240fps까지

슬로우 앤 퀵 모션 촬영을 위한 프레임 레이

트를 설정합니다(43페이지).

참고

초기 값은 Codec, Country, Video Format 

및 RAW Output Format 설정에 따라 달라

집니다.

Picture Cache 
Rec
픽쳐 캐시 

레코딩 모드 

설정

Setting

On/Off
픽쳐 캐시 레코딩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Cache Rec Time

0-2sec / 2-4sec / 4-6sec / 

6-8sec / 8-10sec / 10-12sec / 

12-14sec / 13-15sec

Picture Cache Rec이 On으로 설정된 경우 

픽쳐 캐시 레코딩 시간을 설정합니다.

Simul Rec
동시 레코딩 

설정

Setting

On/Off

동시 레코딩 기능을 켜고 끄며 레코딩 대상 

미디어를 설정합니다.

Rec Button Set

“Rec Button [SlotA SlotB] 
Handle Rec Button [SlotA 
SlotB]” / “Rec Button [SlotA] 

Handle Rec Button [SlotB]” / 

“Rec Button [SlotB] Handle Rec 

Button [SlotA]”

각 레코딩 미디어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레코딩 버튼을 지정합니다.

SDI/HDMI Rec 
Control
SDI/HDMI 레코

딩 제어 설정

Setting

On/Off
SDI/HDMI 신호를 사용하여 외부 연결 장

치의 레코딩/중지를 제어하는 이 기능을 켜

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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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mbnail 메뉴

Thumbnail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Display Clip 
Properties
클립 속성 화면 표시

클립 속성 화면을 표시합니다.

Set Index Picture
클립 인덱스 영상 설정

클립의 인덱스 영상을 설정합니다.

Thumbnail View
썸네일 화면 

설정

Essence Mark Thumbnail

All / Rec Start / Shot Mark1 

/ Shot Mark2 / Shot Mark3 / 

Shot Mark4 / Shot Mark5 / 

Shot Mark6 / Shot Mark7 / Shot 

Mark8 / Shot Mark9 / Shot 

Mark0

에센스 마크가 있는 프레임의 썸네일

을 표시합니다.

Clip Thumbnail 레코딩된 클립의 썸네일을 표시합니

다.

Set Shot Mark
샷 마크 설정

Add Shot Mark1 Shot Mark1을 추가합니다.

Delete Shot Mark1 샷 마크 1을 삭제합니다.

Add Shot Mark2 샷 마크 2를 추가합니다.

Delete Shot Mark2 샷 마크 2를 삭제합니다.

Set Clip Flag
클립 플래그 설정

Add OK OK 플래그를 추가합니다.

Add NG NG 플래그를 추가합니다.

Add KEEP KEEP 플래그를 추가합니다.

Delete Clip Flag 모든 플래그를 삭제합니다.

Lock/Unlock Clip
클립 보호

Select Clip 클립을 선택하고 잠금/잠금 해제 합니다.

Lock All Clips 모든 클립을 잠급니다.

Unlock All Clips 모든 클립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Delete Clip
클립 삭제

Select Clip 선택한 클립을 삭제합니다.

All Clips 표시된 모든 클립을 삭제합니다.

Filter Clips
필터링된 클립 

표시 설정

OK OK 플래그가 있는 클립만 표시합니다.

NG NG 플래그가 있는 클립만 표시합니다.

KEEP KEEP 플래그가 있는 클립만 표시합니다.

None 플래그가 없는 클립만 표시합니다.

Customize View
썸네일 화면 설정

Thumbnail Caption

Date Time / Time Code / 

Duration / Sequential Number

썸네일 아래에 표시된 정보를 전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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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 메뉴

Media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Update Media
메모리 카드 업데이

트

Media (A)

Execute/Cancel

슬롯 A에 있는 XQD 메모리 카드의 관리 파일을 업

데이트합니다.

Execute: 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Media(B)

Execute/Cancel

슬롯 B에 있는 XQD 메모리 카드의 관리 파일을 업

데이트합니다.

Execute: 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Format Media
메모리 카드 포맷(초

기화)

Media (A)

Execute/Cancel

슬롯 A에서 XQD 메모리 카드를 초기화합니다.

Execute: 카드를 초기화합니다.

Media(B)

Execute/Cancel

슬롯 B에서 XQD 메모리 카드를 초기화합니다.

Execute: 카드를 초기화합니다.

SD Card

Execute/Cancel

UTIILITY SD 카드를 초기화합니다.

Execute: 카드를 초기화합니다.

Clip
클립 이름 설정

Auto Naming

Cam ID + Reel# / 
Title

클립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Cam ID + Reel#:

카메라 ID + 릴 번호 + 샷 번호 + 날짜 + 임의 문자열

Title:

Title Prefix + 클립 번호를 사용하여 설정한 문자열

Camera ID

A ~ Z

Auto Naming이 Cam ID + Reel#로 설정된 경우 

카메라 ID를 설정합니다.

Reel Number

001 ~ 999

Auto Naming이 Cam ID + Reel#로 설정된 경우 

릴 번호의 숫자 부분을 설정합니다.

Camera Position

C / L / R

Auto Naming이 Cam ID + Reel#로 설정된 경우 샷 번

호를 설정합니다.

Title Prefix Auto Naming이 Title로 설정된 경우 클립 이름의 

제목 부분을 설정합니다.

(초기 값은 일련 번호의 마지막 3자리로 구성된 모델

별 ID입니다.)

(값은 문자 입력 화면을 사용하여 입력합니다

(56페이지).)

Number Set

0001 ~ 9999

Auto Naming이 Title로 설정된 경우 클립 이름의 

숫자 부분을 설정합니다.



80

 File 메뉴

File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All File
모든 파일 관련 설정

Load SD Card

Execute/Cancel

모든 파일을 로드 합니다.

Execute: 파일을 로드합니다.

Save SD Card

Execute/Cancel

모든 파일을 저장합니다.

Execute: 파일을 저장합니다.

File ID 파일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Scene File
씬 파일 설정

Recall Internal Memory

Execute/Cancel

내부 메모리에서 씬 파일을 로드합니다.

Execute: 파일을 로드합니다.

Store Internal Memory

Execute/Cancel

내부 메모리에 씬 파일을 저장합니다.

Execute: 파일을 저장합니다.

Load SD Card

Execute/Cancel

SD 카드에서 씬 파일을 로드합니다.

Execute: 파일을 로드합니다.

Save SD Card

Execute/Cancel

SD 카드에 씬 파일을 저장합니다.

Execute: 파일을 저장합니다.

File ID 파일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Scene White Data

On/Off
씬 파일을 로드할 때 화이트 밸런스 데이터의 적

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User Menu Item
User 메뉴 항목 설정

Load SD Card

Execute/Cancel

SD 카드의 User 메뉴 설정을 내부 메모리로 로

드합니다.

Execute: 설정을 로드합니다.

Save SD Card

Execute/Cancel

SD 카드에 User 메뉴 설정을 저장합니다.

Execute: 설정을 저장합니다.

File ID Load SD Card를 사용하여 로드된 파일에 대해 

지정한 파일 ID를 표시합니다. 또한 이 메뉴를 사

용하여 파일을 저장하는 경우 파일 ID를 설정(편

집)합니다.

User Gamma
유저 감마 파일 설정

Current Settings 현재 유저 감마 파일 설정(파일 이름)의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Load SD Card

Execute/Cancel

SD 카드의 유저 감마 설정을 내부 메모리로 로드

합니다.

Execute: 감마를 로드합니다.

Reset

1/2/3/4/5/All

Initial value: 

709(800%)

내부 메모리의 유저 감마 파일을 기본값으로 되

돌립니다.

1 ~ 5: 개별 유저 감마를 초기화합니다

All: 모든 유저 감마를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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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LUT
모니터 LUT 파일 

설정

Current Settings 현재 모니터 LUT 파일 설정(파일 이름)의 리스트

를 표시합니다.

Load SD Card

Execute/Cancel

SD 카드의 모니터 LUT 설정을 내부 메모리로 로

드합니다.

Execute: LUT 설정을 로드합니다.

Reset

1/2/3/4/5/6/All

내부 메모리의 모니터 LUT 데이터를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1 ~ 6: 개별 모니터 LUT를 초기화합니다.

All: 모든 모니터 LUT를 초기화합니다.

Monitor 3D LUT
모니터 3D LUT 파일 

설정

Current Settings 현재 모니터 3D LUT 파일 설정(파일 이름)의 리

스트를 표시합니다.

Load SD Card

Execute/Cancel

SD 카드의 모니터 3D LUT 설정을 내부 메모리

로 로드합니다.

Execute: 3D LUT 설정을 로드합니다.

Reset

1 / 2 / 3 / 4 / All

내부 메모리의 모니터 3D LUT 데이터를 기본값

으로 되돌립니다.

1 ~ 4: 개별 모니터 3D LUT를 초기화합니다.

All: 모든 모니터 3D LUT를 초기화합니다.

Lens File
렌즈 파일 설정

White Offset R

-99 ~ +99(±0)

렌즈 파일의 렌즈에 대해 화이트 밸런스 오프셋 

R 채널 보정 값을 설정합니다.

White Offset B

-99 ~ +99(±0)

렌즈 파일의 렌즈에 대해 화이트 밸런스 오프셋 

B 채널 보정 값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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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Base Setting
기본 설정

Shooting Mode

Custom / Cine EI

촬영 모드를 설정합니다.

Color Space

S-Gamut3.Cine/SLog3 / 

S-Gamut3/SLog3 / Matrix

색 공간을 설정합니다.

Codec
코덱 설정

Select

RAW / RAW & XAVC-I / 

RAW & XAVC-L / RAW & 

MPEG HD 422 / XAVC-I / 
XAVC-L / MPEG HD 422

레코딩/재생 모드를 전환합니다.

참고

XDCA-FS7이 연결된 경우는 RAW, RAW 

& XAVC-I, RAW & XAVC-L 및 RAW & 

MPEG HD 422가 표시됩니다.

Rec Format
레코딩 포맷 설정

Video Format
NTSC 시스템의 경우:

Codec >Select가 XAVC-I로 설정
된 경우.

3840×2160 59.94P
3840×2160 29.97P
3840 × 2160 23.98P
1920×1080 59.94P
1920 × 1080 59.94i
1920×1080 29.97P
1920 × 1080 23.98P

Codec >Select가 XAVC-L로 설정
된 경우.

3840×2160 59.94P
3840×2160 29.97P
3840 × 2160 23.98P
1920×1080 59.94P 50
1920×1080 59.94P 35
1920×1080 59.94i 50
1920×1080 59.94i 35
1920×1080 59.94i 25
1920×1080 29.97P 50
1920×1080 29.97P 35
1920×1080 23.98P 50
1920×1080 23.98P 35

Codec >Select가 MPEG HD422
로 설정된 경우.

1920×1080 59.94i 50
1920×1080 29.97P 50

1920×1080 23.98P 50

1280×720 59.94P 50

1280×720 29.97P 50

1280×720 23.98P 50

레코딩 포맷을 설정합니다.

PAL 시스템의 경우:

Codec >Select가 XAVC-I로 설정된 경우.

3840×2160 50P
3840×2160 25P

1920×1080 50P

1920 × 1080 50i

1920×1080 25P

Codec >Select가 XAVC-L로 설정된 경우.

3840×2160 50P
3840×2160 25P

1920×1080 50P 50

1920×1080 35P 50

1920×1080 50i 50

1920×1080 35i 50

1920×1080 25i 50

1920×1080 25P 50

1920×1080 25P 35

Codec >Select가 MPEG HD422로 설정된 

경우.

1920×1080 50i 50
1920×1080 25P 50

1280×720 50P 50

1280×720 25P 50

참고

 Codec >Select가 RAW로 설정된 경우 

“---”가 흐리게 표시됩니다.
  Codec >Select가 RAW & XAVC-I, RAW 

& XAVC-L 또는 RAW & MPEG HD 422

로 설정된 경우는 고정 값이 흐리게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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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RAW 출력 포맷
 NTSC 시스템의 경우:

Codec >Select를 RAW가 포함
된 항목으로 설정한 경우.

4096×2160 59.94P
4096×2160 29.97P
4096 × 2160 23.98P
2160×1080 59.94P
2160×1080 29.97P
2160 × 1080 23.98P

 PAL 시스템의 경우:
Codec >Select를 RAW가 포함
된 항목으로 설정한 경우.

4096×2160 50P
4096×2160 25P
2160×1080 50P
2160×1080 25P

외부 RAW 레코더의 레코딩 포맷을 설정합니다.

Genlock
Genlock 설정

Reference

Internal / External(HD) / 

External(SD)

젠록 상태를 표시합니다. 젠록이 적용된 경우 신

호 유형이 표시됩니다.

Internal: 외부 젠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ternal (HD): HD 신호에 젠록을 수행합니다.

External (SD): SD 신호에 젠록을 수행합니다.

Assignable Button
지정 가능한 버튼 

설정

<1> ~ <6>

Off / Marker / Zebra / 
Peaking / Video Signal 
Monitor / Focus Magnifier 
x4/x8 / Focus Magnifier x4 
/ Focus Magnifier x8 / VF 
Mode / IRIS / Push Auto 
Iris / AGC / Push AGC / 
SHUTTER / Auto Exposure 
Level / Spotlight / Backlight 
/ ATW / ATW Hold / Push 
AF/Focus Hold / SteadyShot
/ Color Bars / User Menu 
/ Rec Lamp / S&Q Motion 
/ Picture Cache Rec / Rec 
Review / Thumbnail / Shot 
Mark1 / Shot Mark2 / Clip 
Flag OK / Clip Flag NG / 
Clip Flag Keep / DURATION/
TC/U-BIT / High/ Low Key

어사인 버튼에 기능을 지정합니다.

Marker:

마커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Zebra:

지브라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Peaking:

피킹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Video Signal Monitor:

비디오 신호 표시(히스토그램 등)를 전환합니다.
Focus Magnifier x4/x8:

Focus Magnifier x4:

Focus Magnifier x8:

포커스 확대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VF Mode:

뷰파인더 표시를 컬러 및 B&W 사이에서 전환
합니다.

IRIS:

아이리스 기능을 Auto 및 Manual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Push Auto Iris: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오토 아이리스 기능
이 활성화됩니다.

AGC:

AGC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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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 AGC: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AGC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SHUTTER:
셔터를 Auto 및 Manual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Auto Exposure Level:
Auto Exposure Level 화면을 엽니다.

Spotlight:
Spotlight와 Standard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Backlight:
Backlight와 Standard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ATW:
ATW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TW Hold:
ATW 기능의 작업을 일시 정지합니다.

Push AF/Focus Hold:
푸시 오토 포커스 기능 또는 포커스 고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SteadyShot:
Active SteadyShot, SteadyShot 및 Off 사이에서 전환합
니다.

Color Bars:
컬러 바를 켜거나 끕니다.

User Menu:
User 메뉴를 열고 닫습니다.

Rec Lamp:
레코딩 표시등을 켜거나 끕니다.

S&Q Motion:
슬로우 앤 퀵 모션을 켜거나 끕니다.

Picture Cache Rec:
픽쳐 캐시 레코딩 모드를 켜거나 끕니다.

Rec Review:
레코딩 리뷰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Thumbnail:
썸네일 화면을 열고 닫습니다.

Shot Mark1:
Add Shot Mark1 기능을 실행합니다.

Shot Mark2:
Add Shot Mark2 기능을 실행합니다.

Clip Flag OK:
Add OK 기능을 실행합니다.

   Delete Clip Flag를 실행하려면 두 번 누릅니다.
Clip Flag NG:

Add NG 기능을 실행합니다.
Delete Clip Flag를 실행하려면 두 번 누릅니다.

Clip Flag Keep:
Add Keep 기능을 실행합니다.
Delete Clip Flag를 실행하려면 두 번 누릅니다.

DURATION/TC/U-BIT:
Time Code, Users Bit 및 Duration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High/Low Key:
High Key, Low Key 및 Off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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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able Dial
어사인 다이얼 설정

Assignable Dial

Off / ISO/Gain/EI / IRIS / 

Focus / Audio Input Level

그립 리모트 컨트롤의 어사인 다이얼에 기능을 지

정합니다.

ISO/Gain/EI: 게인 또는 EI를 조정합니다.

IRIS: 아이리스를 조정합니다.

Focus: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Audio Input Level: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IRIS Dial

(어사인 다이얼과 동일한 설

정)

IRIS 다이얼에 기능을 지정합니다.

Assignable Dial Direction

Normal / Opposite

그립 리모트 컨트롤의 어사인 다이얼 회전 방향을 

설정합니다.

Normal: 순방향으로 회전합니다.

Opposite: 역방향으로 회전합니다.

IRIS Dial Direction

Normal / Opposite

IRIS 다이얼의 회전 방향을 설정합니다.

Normal: 순방향으로 회전합니다.

Opposite: 역방향으로 회전합니다.

Rec Lamp
레코딩 표시등 설정

Rec Lamp

On/Off

레코딩 표시등을 켜거나 끕니다.

Fan Control
팬 제어 모드 설정

Fan Control Mode

Auto / Minimum / Off in 

Rec

캠코더 팬의 제어 모드를 설정합니다.

참고

“Off in Rec”이 선택된 경우에도 캠코더의 내부 

온도가 특정 값보다 높아지면 팬은 작동됩니다.

HOLD Switch
설정 고정 스위치 

설정

with Rec Button

On/Off

레코딩 버튼을 잠글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with Hand Grip Remote

On/Off

그립 리모트 컨트롤의 조작을 잠글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Lens
렌즈 설정

Zoom Ring Direction

Left(W)/Right(T) / 
Right(W)/ Left(T)

줌 링의 조작 방향을 설정합니다.

참고

줌 링의 방향 전원을 지원하는 E-마운트 렌즈를 

사용할 때만 활성화됩니다.

Distortion Comp.

Auto / Off
자동 왜곡 보정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픽쳐 캐시 레코딩 모드일 때 또는 레코딩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FHD 레코딩 중에는 왜곡 보정이 적용되지 않

습니다.

Language
언어 설정

Select 표시 언어를 설정합니다.

SET: 언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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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 Set
내부 시계 설정

Time Zone
UTC 12:00 Kwajalein ~ UTC 
+14:00

UTC와의 시간 차이를 30분 단위로 설정합니다.

Date Mode
YYMMDD  /  MMDDYY / 

DDMMYY

날짜 표시 형식을 선택합니다.
YYMMDD: 연도, 월, 일
MMDDYY: 월, 일, 연도
DDMMYY: 일, 월, 연도

12H/24H
12H/24H

시계 표시 포맷을 선택합니다.
12H: 12시간 모드
24H: 24시간 모드

Date 현재 날짜를 설정합니다. SET: 값을 설정합니다.

Time 현재 시간을 설정합니다. SET: 값을 설정합니다.

Country
지역 설정

NTSC/PAL Area
NTSC Area / PAL Area

사용 지역을 설정합니다.

Hours(System) 사용 누적 시간을 표시합니다(리셋 할 수 없음).

Hours Meter
아워 미터 설정

Hours (Reset) 사용 누적 시간을 표시합니다(리셋 할 수 있음).

Reset
Execute/Cancel

Hours(Reset) 표시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Execute: 초기화합니다.

Basic 
Authentication
기본 네트워크 인증 
설정

User Name
(admin)

1 ~ 16자의 영숫자로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설정
합니다. SET: 값을 설정합니다.

Password
(pxw-fs7)

1 ~ 16자의 영숫자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SET: 값을 설정합니다.

Wi-Fi
무선 LAN 연결 
설정

Wi-Fi
Enable / Disable

Wi-Fi 연결을 활성화할지 비활성화할지 선택합
니다.

SSID & Password SSID 및 비밀번호를 표시합니다.

Wi-Fi Direct Connection
Execute/Cancel

"Wi-Fi Direct" 네트워크 연결을 시작합니다.
Execute: 연결합니다.

Client 연결된 클라이언트 장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
다. (모델 이름 및 MAC 주소)

IP Address
192.168.1.1

캠코더의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참고

CBK-WA100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Subnet Mask
255.255.0.0

서브넷 마스크를 표시합니다.
참고

CBK-WA100을 사용하는 경우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MAC Address 캠코더에 장착된 Wi-Fi 모듈의 MAC 주소를 표
시합니다.

Regenerate Password
Execute/Cancel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듭니다.
Execute: 실행합니다.

GPS
GPS 설정

GPS
On/Off

GPS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GPS 모듈은 핸들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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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IR Remote
리모트 컨트롤 설정

Setting

On/Off

제공된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에서의 제어를 활성

화/비활성화합니다.

Camera Battery 
Alarm
배터리 저전압 경보 

설정

Low BATT

5% / 10% / 15% / … / 45% 

/ 50%

배터리 저전압 경보를 표시하도록 남은 배터리 레

벨을 설정합니다(5% 간격).

BATT Empty

3% ~ 7%

배터리 방전 경보를 표시하도록 남은 배터리 레벨

을 설정합니다.

Camera DC IN 
Alarm
입력 전압 경보 설

정

DC Low Voltage1

11.5 V ~ 17.0 V

DC IN 입력 전압 낮음 경보를 표시하도록 전압을 

설정합니다.

DC Low Voltage2

11.0 V ~ 14.0 V

DC IN 입력 전압 부족 경보를 표시하도록 전압을 

설정합니다.

Ext. Unit Battery 
Alarm
XDCA-FS7 배터

리 설정

Near End:Info Battery

5% ~ 100%

Info-Lithium 배터리 저전압 경보를 표시하도록 

남은 배터리 레벨을 설정합니다(5% 간격).

End:Info Battery

0% ~ 5%

Info-Lithium 배터리 방전 경보를 표시하고 미

디어 액세스를 중지하도록 남은 배터리 레벨을 설

정합니다.

Near End:Sony Battery

11.5V ~ 17.0V

비 Info-Lithium 배터리의 배터리 저전압 경보를 

표시하도록 남은 배터리 레벨을 설정합니다.

End:Sony Battery

11.0V ~ 11.5V

비 Info-Lithium 배터리의 배터리 방전 경보를 

표시하고 미디어 액세스를 중지하도록 남은 배터

리 레벨을 설정합니다.

Near End:Other Battery

11.5V ~ 17.0V(11.8V)

Anton/Bauer 배터리의 배터리 저전압 경보를 표

시하도록 남은 배터리 레벨을 설정합니다.

End:Other Battery

11.0V ~ 14.0V

Anton/Bauer 배터리의 배터리 방전 경보를 표시

하고 미디어 액세스를 중지하도록 남은 배터리 레

벨을 설정합니다.

Detected Battery XDCA-FS7에 연결된 배터리 유형을 표시합니다.

배터리가 XDCA-FS7에 연결된 경우는 “Info 

Battery”,“Sony Battery” 또는 “Other Battery”

가 표시됩니다. DC 전원이 연결된 경우는 “DC 

IN”이 표시됩니다.

배터리 또는 DC 전원이 연결하여 캠코더에 전원

을 공급하는 경우는 “ --- ”가 표시됩니다.

Ext. Unit DC IN 
Alarm
XDCA-FS7 입력 

전압 경보 설정

DC Low Voltage1

11.5V ~ 17.0V

DC IN 입력 전압 낮음 경보를 표시하도록 전압을 

설정합니다.

DC Low Voltage2

11.0V ~ 14.0V

DC IN 입력 전압 부족 경보를 표시하도록 전압을 

설정합니다.

All Reset
출고 시 기본값으로 

초기화

Reset

Execute/Cancel

모든 설정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초기화합니다.

Execute: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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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항목 하위 항목 설정 설명

APR
APR 실행

APR

Execute/Cancel

이미지 센서 자동 조정을 위해 APR(Auto Pixel 

Restoration)을 실행합니다.

Execute: 실행합니다.

참고

APR을 실행하기 전에 항상 렌즈 캡을 부착하십시

오.

Camera Config
다운 컨버터 

출력 설정

HD/2K Modulation

High / Low

HD 및 2K로 변환하기 위한 다운 컨버터 출력 대

역폭을 설정합니다.

Version
버전 표시

Number

x.xx

캠코더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Version Up

Execute/Cancel

캠코더를 업그레이드합니다.*

Execute: Run

* 업그레이드하면 캠코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됩니다.

Ext. Unit Version Number

x.xx

XDCA-FS7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Ext. Unit Version Up

Execute/Cancel

XDCA-FS7을 업그레이드합니다.*

Execute: Run

* 업그레이드하면 XDCA-FS7 소프트웨어가 업

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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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치 연결

외부 모니터 및 레코딩 장치 연결

레코딩된 영상/플레이백 영상을 외부 모니터

에 표시하려면 연결할 모니터에 맞는 케이블

을 사용하고 캠코더 출력 신호를 선택해야 합

니다.

또한 VTR 등의 레코딩 장치를 연결하고 캠코

더의 출력 신호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상태 정보와 메뉴 등과 같이 뷰파인더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외부 모

니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출력

할 신호 유형에 따라 Video 메뉴의 Output 

Display(71페이지)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SDI OUT 커넥터(BNC 타입)

Video 메뉴(70페이지)를 사용하여 출력을 켜

거나 끄고 및 출력 포맷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연결할 때에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75Ω 

동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참고

장치의 전원을 켜기 전에 캠코더와 외부 장치 

간의 접지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75Ω 동축 케이블을 연결한 후 캠코더와 외

부 장치를 켜는 것이 좋습니다.)

캠코더가 켜진 상태에서 외부 장치를 캠코더

에 연결해야 하는 경우, 먼저 75Ω 동축 케이

블을 외부 장치에 연결한 후 캠코더에 연결하

십시오.

캠코더와 외부 장치에서 동시에 레코딩을 시작
하려면
SDI 신호 출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Record 

ing 메뉴의 SDI/HDMI Rec Control(77페

이지) >Setting을 “On”으로 설정하여 SDI 

OUT 커넥터에 연결된 외부 장치에 대한 REC 

트리거 신호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하

면 외부 장치와 캠코더의 레코딩이 동기화됩

니다.

참고

연결한 외부 장치가 REC 트리거 신호를 지원

하지 않으면 장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HDMI OUT 커넥터(타입 A 커넥터)

Video 메뉴(70페이지)를 사용하여 출력을 켜

거나 끄고 및 출력 포맷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연결할 때에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고속 

HDMI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Video 메뉴의 HDMI Target Device(104페이

지)를 사용하여 연결된 장치 유형을 선택합니

다.

RAW OUT 커넥터(BNC 타입)

XDCA-FS7 익스텐션 유닛을 캠코더에 장착

하면 AXS-R5 등과 같은 외부 RAW 레코더

를 XDCA-FS7의 RAW OUT 커넥터(31페이

지)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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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캠코더 유닛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 

특정 레퍼런스 신호, 또는 캠코더에 장착된 

XDCA-FS7 유닛(12페이지)의 Genlock 커넥

터를 통해 동기화된 타임코드와 캠코더를 동

기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캠코더에 XDCA-FS7 유닛을 장착했을 때

는 캠코더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XDCA-FS7에 배터리 팩을 장착하거나 외부 

전원에 연결해야 합니다.

비디오 신호의 위상 동기화(젠록)

캠코더에 연결된 XDCA-FS7  유닛의 

Genlock 커넥터(12페이지)에 레퍼런스 신호

를 전송하여 젠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레퍼런스 신호는 선택한 레코딩 

포맷의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NTSC Area의 경우

레코딩 포맷 프레임 레이트 유효 레퍼런스 신호

59.94P 1920 × 1080 59.94i

720 × 486 59.94i

1280×720 59.94P

29.97P 1920 × 1080 59.94i

720 × 486 59.94i

23.98P 1920 × 1080 47.95i 

(23.98PsF)

59.94i 1920 × 1080 59.94i

720 × 486 59.94i

PAL Area의 경우

레코딩 포맷 프레임 레이트 유효 레퍼런스 신호

50P 1920 × 1080 50i

720 × 576 50i

1280×720 50P

25P 1920 × 1080 50i

720 × 576 50i

50i 1920 × 1080 50i

720 × 576 50i

참고

  선택한 레코딩 포맷이 1280×720 60P인 경

우 비디오 신호와 타임 신호를 모두 제공해

야 합니다.
  레퍼런스 신호가 불안정하면 젠록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서브캐리어는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치에 타임코드 잠그기

타임코드를 공급하는 유닛을 타임코드 출력

이 계속 실행되는 모드(Free Run 또는 Clock 

등)로 설정합니다.

1.  TC/UB 메뉴의 Timecode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Mode: Preset
Run: Free Run

2.  DURATION/TC/U-BIT 기능으로 지정한 
어사인 버튼(42페이지)을 눌러 화면에 타임
코드를 표시합니다.

3.  XDCA-FS7의 TC IN/OUT 스위치(12페
이지)가 IN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 HD 
또는 SD 레퍼런스 비디오 신호 및 비디오 
신호와 동기화된 타임코드를 Genlock 및 
TC IN/OUT 커넥터에 각각 입력합니다.

캠코더의 타임코드 생성기가 레퍼런스 타임코

드로 잠기고 화면에 "EXT-LK"가 나타납니다.

타임코드가 잠기고 10초 정도 지난 후에는 외

부 레퍼런스 타임코드 소스의 연결이 해제되

어도 외부 잠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참고

  제공된 레퍼런스 타임코드와 레퍼런스 비디

오 신호가 SMPTE 타임코드 표준을 준수하

는 위상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외부 잠금이 작동하면 타임코드가 외부 타

임코드를 사용하여 즉시 잠기고 외부 타임코

드 값이 데이터 표시 영역에 나타납니다. 하

지만 레코딩을 즉시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몇 초 정도 기다려서 타임코드 생성기가 안

정된 후 레코딩을 시작하십시오.

외부 모니터 및 레코딩 장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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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퍼런스 비디오 신호의 주파수와 캠코더의 

프레임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잠글 수 없으

며 캠코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타임코드에서 타임코

드가 성공적으로 잠기지 않습니다.
  외부 타임코드 소스의 연결이 끊어지면 타

임코드가 레퍼런스 타임코드보다 시간당 한 

프레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잠금을 해제하려면
TC/UB 메뉴의 Timecode 설정을 변경하거나 

이 캠코더의 전원을 끄십시오.

슬로우 앤 퀵 모션 모드로 레코딩을 시작해도 

외부 잠금이 해제됩니다.

다른 장치의 타임코드를 캠코더의 타임코드와 
동기화하기

타임코드를 공급하는 유닛을 타임코드 출력

이 계속 실행되는 모드(Free Run 또는 Clock 

등)로 설정합니다.

1.  TC/UB 메뉴의 Timecode(76페이지)를 사
용하여 캠코더의 타임코드를 설정합니다.

2.  TC IN/OUT 스위치(12페이지)를 OUT 위
치로 설정했는지 확인한 다음, TC IN/OUT 
커넥터와 Genlock 커넥터(12페이지)를 동
기화할 장치의 타임코드 입력 및 레퍼런스 
신호 입력에 각각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하기

XQD 카드 리더(옵션) 사용하기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MRW-E80 XQD 카

드 리더(옵션)를 연결하고 슬롯에 메모리 카

드를 삽입합니다. 메모리 카드가 컴퓨터 확장 

드라이브에서 인식됩니다.

대용량 스토리지 모드 사용하기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연결하고 

슬롯에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메모리 카

드가 컴퓨터 확장 드라이브에서 인식됩니다.

1.  캠코더 POWER 스위치를 ON 위치로 하여 
전원을 켭니다.
USB 연결을 활성화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

시지가 화면 또는 뷰파인더에 나타납니다.
참고

XQ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거나 복구하는 

경우 등 다른 확인 메시지 또는 진행률 메

시지가 표시되는 동안에는 USB 연결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포맷이나 복구가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또한 클립 속성 화면이 표시될 

때도 USB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

다. 처리가 끝나거나 썸네일 화면으로 돌아

가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SEL/SET 다이얼을 돌려 Execute를 선택
합니다.

3.  Windows의 경우 카드가 "내 컴퓨터" 창
에 이동식 디스크로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
다.
Macintosh에서는 Desktop에 "NO NAME" 

또는 "Untitled"(편집 가능) 폴더가 생성되

었는지 확인합니다.

캠코더를 사용하여 클립 관리/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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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액세스 표시등이 적색으로 켜진 경우 다음 

작업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전원 끄기
  전원 코드 연결
  XQD 메모리 카드 꺼내기
  USB 케이블 분리
   일부 컴퓨터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넌리니어 편집 시스템 사용하기

넌리니어 편집 시스템의 경우, 이 캠코더에서 

사용하는 레코딩 포맷을 지원하는 편집 소프

트웨어(옵션)가 필요합니다.

편집할 클립을 컴퓨터의 HDD에 미리 저장하

려면 전용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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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사용 시 주의사항

팬은 소모품으로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

다.

실온에서 작동할 경우 정상적인 교체 주기는 

약 5년입니다. 그러나 이 교체 주기는 일반 지

침일 뿐이며 이 부품의 수명을 보장한다는 의

미는 아닙니다. 부품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제품을 갑자기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옮기거나 또는 주변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 

유닛의 내외부에 수분이 맺힐 수 있습니다. 

이를 응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응결이 발생하

면 제품을 끄고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응결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응결 상태에서 

작동시키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 장착된 LCD 패널은 고정밀 기술로 

제조되어 최소 99.999%의 픽셀이 정상 작동

합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비율의 픽셀은 계

속 꺼져 있거나(검정) 켜진(적색, 녹색 또는 

청색) 상태로 "고정"되거나 깜빡일 수 있습니

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LCD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이 "고정된" 픽셀

이 자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

동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레코딩 된 데이

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배터리 단자(배터리 팩 및 AC 어댑

터용 커넥터)는 소모품입니다.

충격 또는 진동으로 인해 배터리 단자의 핀이 

구부러지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야외에서의 장

시간 사용으로 부식된 경우 제품에 전원이 제

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이 올

바르게 작동되도록 하고 제품 수명을 연장하

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니 고객상

담실 또는 판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내장 충전식 배터리 정보
이 캠코더에는 캠코더를 꺼도 날짜, 시간 및 

기타 설정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식 내장 배터

리가 있습니다. AC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거

나 배터리 팩을 장착하지 않고 캠코더를 사용

하는 경우, 충전식 배터리는 약 3개월 후 완전

히 방전됩니다. 배터리를 충전한 후 캠코더를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날짜와 시간을 레코딩 할 필요가 없으

면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도 캠

코더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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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포맷 및 제한

 비디오 포맷 및 출력 신호

출고 시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됩니다(예: 2048×1080P(Level A)).

SDI OUT 커넥터 출력 포맷

System 메뉴의 Country >NTSC/PAL Area가 NTSC Area로 설정된 경우

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9.94P

2048×1080P
(Level A)

- 2048×1080 59.94P 레벨-A

2048×1080P

(Level B)

- 2048×1080 59.94P 레벨-B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9.94P 레벨-A

1920×1080P

(Level B)

- 1920×1080 59.94P 레벨-B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9.94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9.94P

2048×1080P
(Level A)

- 2048×1080 59.94P 레벨-A

2048×1080P

(Level B)

- 2048×1080 59.94P 레벨-B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9.94P 레벨-A

1920×1080P

(Level B)

- 1920×1080 59.94P 레벨-B

1280×720P 1280×720P 1280×720 59.94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2160 59.94P

- 4096×2160P 출력되지 않음

- 3840×2160P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9.94P 레벨-A

1920×1080P

(Level B)

- 1920×1080 59.94P 레벨-B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9.94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9.94P

2048×1080P
(Level A)

- 2048×1080 59.94P 레벨-A

2048×1080P

(Level B)

- 2048×1080 59.94P 레벨-B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9.94P 레벨-A

1920×1080P

(Level B)

- 1920×1080 59.94P 레벨-B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9.9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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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9.94P

2048×1080P
(Level A)

- 2048×1080 59.94P 레벨-A

2048×1080P

(Level B)

- 2048×1080 59.94P 레벨-B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9.94P 레벨-A

1920×1080P

(Level B)

- 1920×1080 59.94P 레벨-B

1280×720P 1280×720P 1280×720 59.94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1080 59.94P

2048×1080P

(Level A)

- 2048×1080 59.94P 레벨-A

2048×1080P

(Level B)

- 2048×1080 59.94P 레벨-B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9.94P 레벨-A

1920×1080P

(Level B)

- 1920×1080 59.94P 레벨-B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9.94i

- 720×480i 출력되지 않음

- 720×480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 × 1080 59.94i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9.94i

- 720×480i 출력되지 않음

- 720×480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720 59.94P

1280×720P 1280×720P 1280×720 59.94P

- 720×480i 출력되지 않음

- 720×480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4096×2160 29.97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29.97P

2048×1080PsF - 2048×1080 29.97PsF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29.97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2160 29.97P

- 4096×2160P 출력되지 않음

- 3840×2160P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29.97PsF

RAW 출력 포맷
2048×1080 29.97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29.97P

2048×1080PsF - 2048×1080 29.97PsF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29.97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1080 29.97P

2048×1080PsF - 2048×1080 29.97PsF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29.97PsF

- 720×480i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720 29.97P

1280×720P 1280×720P 1280×720 59.94P (2-2RP)

- 720×480i 출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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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4096 × 2160 23.98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 × 1080 23.98

2048×1080PsF - 2048 × 1080 23.98PsF

1920×1080PsF - 1920 × 1080 23.98PsF

- 1920×1080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 × 2160 23.98P

- 4096×2160P 출력되지 않음

- 3840×2160P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sF - 1920 × 1080 23.98PsF

- 1920×1080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2048 × 1080 23.98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 × 1080 23.98P

2048×1080PsF - 2048 × 1080 23.98PsF

1920×1080PsF - 1920 × 1080 23.98PsF

- 1920×1080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 × 1080 23.98P

2048×1080PsF - 2048 × 1080 23.98PsF

1920×1080PsF - 1920 × 1080 23.98PsF

- 1920×1080P 출력되지 않음

1920×1080i (2-

3PD)

1 9 20×1080 i 

(2-3PD)

1920×1080 59.94i (2-3PD)

- 720×480i (2-

3PD)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Video Format
1280 × 720 23.98P

1 2 8 0 × 7 2 0 P 
(23PD)

1280×720P (2-
3PD)

1280×720 59.94P (2-3PD)

- 720×480i (2-

3PD)

출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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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0P

2048×1080P
(Level A)

- 2048×1080 50P 레벨-A

2048×1080P

(Level B)
- 2048×1080 50P 레벨-B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 × 1080 50P 레벨-A

1920 × 1080P

(Level B)

- 1920 × 1080 50P 레벨-B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0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0P

2048 × 1080P
(Level A)

- 2048 × 1080 50P 레벨-A

2048 × 1080P

(Level B)
- 2048 × 1080 50P 레벨-B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 × 1080 50P 레벨-A

1920 × 1080P

(Level B)

- 1920 × 1080 50P 레벨-B

1280 × 720P 1280 × 720P 1280×720 50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2160 50P

- 4096 × 2160P 출력되지 않음

- 3840 × 2160P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 × 1080 50P 레벨-A

1920 × 1080P

(Level B)

- 1920 × 1080 50P 레벨-B

-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0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0P

2048 × 1080P
(Level A)

- 2048 × 1080 50P 레벨-A

2048 × 1080P

(Level B)

- 2048 × 1080 50P 레벨-B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 × 1080 50P 레벨-A

1920 × 1080P

(Level B)

- 1920 × 1080 50P 레벨-B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0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0P

2048 × 1080P
(Level A)

- 2048 × 1080 50P 레벨-A

2048 × 1080P

(Level B)

- 2048 × 1080 50P 레벨-B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 × 1080 50P 레벨-A

1920 × 1080P

(Level B)

- 1920 × 1080 50P 레벨-B

1280 × 720P 1280 × 720P 1280×720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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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1080 50P

2048 × 1080P

(Level A)

- 2048×1080 50P 레벨-A

2048 × 1080P

(Level B)

- 2048×1080 50P 레벨-B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 × 1080 50P 레벨-A

1920 × 1080P

(Level B)

- 1920 × 1080 50P 레벨-B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0i

- 720 × 576i 출력되지 않음

- 720 × 576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 × 1080 50i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0i

- 720 × 576i 출력되지 않음

- 720 × 576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720 50P

1280 × 720P 1280 × 720P 1280×720 50P

- 720 × 576i 출력되지 않음

- 720 × 576P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4096×2160 25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25P

2048 × 1080PsF - 2048 × 1080 25PsF

1920 × 1080PsF 1920 × 1080i 1920 × 1080 25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2160 25P

- 4096 × 2160P 출력되지 않음

- 3840 × 2160P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sF 1920 × 1080i 1920 × 1080 25PsF

RAW 출력 포맷
2048×1080 25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25P

2048 × 1080PsF - 2048 × 1080 25PsF

1920 × 1080PsF 1920 × 1080i 1920 × 1080 25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1080 25P

2048 × 1080PsF - 2048 × 1080 25PsF

1920 × 1080PsF 1920 × 1080i 1920 × 1080 25PsF

- 720 × 576i 출력되지 않음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720 25P

1280 × 720P 1280 × 720P 1280 × 720 50P (2-2RP)

- 720 × 576i 출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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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OUT 커넥터 출력 포맷

System 메뉴의 Country >NTSC/PAL Area가 NTSC Area로 설정된 경우

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9.94P

2048 × 1080P

(Level A)

- 출력되지 않음

2048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1080 59.94P

1920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9.94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9.94P

2048 × 1080P
(Level A)

- 출력되지 않음

2048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1080 59.94P

1920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280 × 720P 1280 × 720P 1280×720 59.94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2160 59.94P

- 4096 × 2160P 4096×2160 59.94P

- 3840 × 2160P 3840×2160 59.94P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1080 59.94P

1920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9.94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9.94P

2048 × 1080P
(Level A)

- 출력되지 않음

2048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1080 59.94P

1920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9.94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9.94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9.94P

2048 × 1080P
(Level A)

- 출력되지 않음

2048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1080 59.94P

1920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280 × 720P 1280 × 720P 1280×720 59.9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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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1080 59.94P

2048 × 1080P

(Level A)

- 출력되지 않음

2048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Level A)

1920 × 1080P 1920×1080 59.94P

1920 × 1080P

(Level B)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9.94i

- 720 × 480i 720 × 480 59.94i

- 720 × 480P 720×480 59.94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 × 1080 59.94i

1920 × 1080i 1920 × 1080i 1920 × 1080 59.94i

- 720 × 480i 720 × 480 59.94i

- 720 × 480P 720×480 59.94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720 59.94P

1280 × 720P 1280 × 720P 1280×720 59.94P

- 720 × 480i 720 × 480 59.94i

- 720 × 480P 720×480 59.94P

RAW 출력 포맷
4096 × 2160 29.97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 × 1080 29.97P

2048 × 1080PsF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sF 1920 × 1080i 1920 × 1080 29.97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 × 2160 29.97P

- 4096 × 2160P 4096 × 2160 29.97P

- 3840 × 2160P 3840 × 2160 29.97P

1920 × 1080PsF 1920 × 1080i 1920 × 1080 29.97PsF

RAW 출력 포맷
2048 × 1080 29.97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 × 720 29.97P

2048 × 1080PsF - 출력되지 않음

1280 × 720P 1280 × 720P 1280 × 720 59.94P (2-2RP)

RAW 출력 포맷
Video Format
1920 × 1080 29.97P

2048 × 1080PsF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sF 1920 × 1080i 1920 × 1080 29.97PsF

- 720 × 480i 720×480 59.94i (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 × 720 29.97P

1280 × 720P 1280 × 720P 1280 × 720 59.94P (2-2RP)

- 720 × 480i 720 × 480 59.94i (PsF)

RAW 출력 포맷
4096 × 2160 23.98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 × 1080 23.98P

2048 × 1080PsF -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sF - 출력되지 않음

- 1920 × 1080P 1920×1080 23.98P (Pure)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 × 2160 23.98P

- 4096 × 2160P 4096 × 2160 23.98P

- 3840 × 2160P 3840 × 2160 23.98P

1920 × 1080PsF - 출력되지 않음

- 1920 × 1080P 1920 × 1080 23.98P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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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2048 × 1080 23.98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 × 1080 23.98P

2048 × 1080PsF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sF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1920 × 1080 23.98P (Pure)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 × 1080 23.98P

2048 × 1080PsF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sF 출력되지 않음

1920 × 1080P 1920 × 1080 23.98P (Pure)

1920 × 1080i 

(2-3PD)

1920 × 1080i 

(2-3PD)

1920 × 1080 59.94i (2-3PD)

720 × 480i 

(2-3PD)

720 × 480 59.94i (2-3PD)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 × 720 23.98P

1280 × 720P (2-
3PD)

1280 × 720P 
(2-3PD)

1280 × 720 59.94P (2-3PD)

720 × 480i 

(2-3PD)

720 × 480 59.9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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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메뉴의 Country >NTSC/PAL Area가 PAL Area로 설정된 경우

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0P

2048×1080P
(Level A)

출력되지 않음

2048×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

(Level A)

920×1080P 1920×1080 50P

1920×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0i

RAW 출력 포맷
4096×216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0P

2048×1080P
(Level A)

출력되지 않음

2048×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0P

1920×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280×720P 1280×720P 1280×720 50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2160 50P

4096×2160P 4096×2160 50P

3840×2160P 3840×2160 50P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0P

1920×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0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50P

2048×1080P
(Level A)

출력되지 않음

2048×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0P

1920×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0i

RAW 출력 포맷
2048×1080 50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280×720 50P

2048×1080P
(Level A)

출력되지 않음

2048×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0P

1920×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280×720P 1280×720P 1280×720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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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설정

(System 메뉴의 Rec Format >RAW Output 

Format 및 Video Format)

SDI/HDMI 출력 설정(Video 메뉴의 

Output Format >SDI 및 HDMI)

SDI 출력 신호

SDI HDMI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1080 50P

2048×1080P

(Level A)

출력되지 않음

2048×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
(Level A)

1920×1080P 1920×1080 50P

1920×1080P

(Level B)

출력되지 않음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0i

720×576i 720 × 576 50i

720×576P 720×576 50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 × 1080 50i

1920×1080i 1920×1080i 1920 × 1080 50i

720×576i 720 × 576 50i

720×576P 720×576 50P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720 50P

1280×720P 1280×720P 1280×720 50P

720×576i 720 × 576 50i

720×576P 720×576 50P

RAW 출력 포맷
4096×2160 25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25P

2048×1080PsF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25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3840×2160 25P

4096×2160P 4096×2160 25P

3840×2160P 3840×2160 25P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25PsF

RAW 출력 포맷
2048×1080 25P

비디오 포맷(고정 값)
1920×1080 25P

2048×1080PsF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25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920×1080 25P

2048×1080PsF 출력되지 않음

1920×1080PsF 1920×1080i 1920×1080 50i (PsF)

720×576i 720×576 50i (PsF)

RAW 출력 포맷
-

Video Format
1280×720 25P

1280×720P 1280×720P 1280×720 50P (2-2RP)

720×576i 720×576 50i (PsF)

참고

비디오 출력 해상도가 영상의 해상도보다 높으면 플레이백 영상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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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장치의 HDMI 출력 설정

Video 메뉴의 Output Setting 

>HDMI Target Device

Video 메뉴의 Output Display >SDI/

HDMI

HDMI 출력

OSD On/Off MLUT On/Off

레코더(기본값) SDI=On, HDMI=On(기본값)

* 흐리게 표시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SDI1을 따름

SDI=On, HDMI=Off 꺼짐

SDI=Off, HDMI=Off 꺼짐

모니터 SDI=On, HDMI=On(기본값) 켜짐 SDI2를 따름

SDI=On, HDMI=Off

* 흐리게 표시되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

SDI=Off, HDMI=Off 꺼짐

참고

HDMI Target Device를 변경한 후 현재 Output Display 설정을 선택할 수 없으면 Output 

Display 설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본값으로 강제 변경됩니다.

 기본값을 선택할 수 없으며 “SDI=On, HDMI=On”으로 강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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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중 경고

확인이 필요한 경고, 주의 또는 작동 조건이 캠코더에서 발생하는 경우 뷰파인더에 메시지가 

표시되고 레코딩 표시등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음은 내장 스피커 또는 헤드폰 커넥터에 연결된 헤드폰에서 들립니다.

 오류 메시지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표시되면 캠코더 작동이 중지됩니다.

뷰파인더 메시지 경고음 레코딩 표시등 원인 및 해결 방법

E + 오류 코드 지속적 빠르게 깜박임 캠코더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REC가 뷰파인더

에 표시되는 경우에도 레코딩이 정지합니다.

캠코더를 끄고 연결된 장치, 케이블 또는 미디어에 문제

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캠코더를 다시 켜도 오류가 지

속되면 소니 고객 상담실에 문의하십시오.

(POWER 스위치를 OFF에 놓았을 때 캠코더가 꺼지지 

않으면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DC IN 전원을 분리하십시

오.)

 경고 메시지

뷰파인더 메시지 경고음 레코딩 표시등 원인 및 해결 방법

Media Near Full 간헐적 깜빡임 XQD 메모리 카드에 남은 용량이 낮아지고 있습니

다.

가능한 한 빨리 교체하십시오.

Media Full 지속적 빠르게 깜박임 XQD 메모리 카드에 남은 용량이 없어서 클립을 레

코딩, 복사 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즉시 교체하십시오.

Battery Near End 간헐적 깜빡임 배터리 팩의 남은 용량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가능한 

한 빨리 충전하십시오.

Battery End 지속적 빠르게 깜박임 배터리 팩이 방전되었습니다. 레코딩이 불가능합니

다.

작동을 정지하고 배터리 팩을 교체하십시오.

Temperature High 간헐적 깜빡임 내부 온도가 높습니다.

캠코더를 끄고 냉각한 후 다시 작동시키십시오.

Voltage Low 간헐적 깜빡임 DC IN 전압이 낮습니다(레벨 1). 전원을 확인하십시

오.

Insufficient Voltage 지속적 빠르게 깜박임 DC IN 전압이 너무 약해졌습니다(레벨 2). 레코딩

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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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및 작동 조건 메시지

화면 중앙 부분에 다음 주의 및 작동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뷰파인더 메시지 원인 및 해결 방법

Battery Error

Please Change Battery

배터리 팩에서 오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정상 배터리 팩으로 교체하십시오.

Backup Battery End

Please Change

백업 배터리의 남은 용량이 부족합니다.

백업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Unknown Media(A)1)

Please Change

파티션된 메모리 카드 또는 캠코더에서 처리할 수 있는 클립 수보

다 많은 클립이 포함된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캠코더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Cannot Use Media(A)1)

Unsupported File System

다른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카드 또는 포맷 되지 않은 카드가 삽

입되었습니다. 이 카드는 캠코더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체하거

나 캠코더를 사용하여 포맷해야 합니다.

Media Error

Media(A)1) Needs to be 

Restored

메모리 카드에서 오류가 발생했으며 카드를 복구해야 합니다.

메모리 카드를 복구하십시오.

Media Error

Cannot Record to Media(A)1)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었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레코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백이 가능하므로 사본을 만들고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는 것

이 좋습니다.

Media Error

Cannot Use Media(A)1)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었을 수 있으며 더 이상 레코딩 또는 플레이

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카드는 캠코더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Media(A)1) Error

Recording Halted

Playback Halted

메모리 카드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레코딩 및 플레이백이 중

단되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십시오.

Media Reached Rewriting Limit

Change Media (A)1)
메모리 카드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백업을 만들고 카드를 즉시 교체하십시오.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카드에 레코딩하거나 재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모리 카드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FAN Stopped 내장 팬이 정지되었습니다.

고온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원을 끄고 소니 고객 상담실에 

문의하십시오.

Invalid setting value was reset: 

Media/Clip Naming/Camera 

Position Please save All File 

again

모든 파일이 잘못 로드되어 Clip Naming 포맷 설정이 초기화되었

습니다.

원하는 포맷 설정을 구성하고 모든 파일을 다시 저장하십시오.

1) 슬롯 B의 카드인 경우는 "Media(B)"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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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2 비디오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

본 제품은 MPEG-4 비주얼 특허 포트폴리오 

사용권으로부터 사용권을 허가 받았으며, 이

에 따라 개인적 및 비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소비자는

(i) MPEG-4 비주얼 표준("MPEG-4 비디

오")과 호환되는 비디오 인코딩

및/또는

(ii) 다른 소비자가 개인 용도 및 비상업적 목

적으로 인코딩한 MPEG-4 비디오 및/또는 

MPEG-4 비디오 공급에 대해 MPEG LA에

서 허가를 받은 비디오 공급업체로부터 입수

한 MPEG-4 비디오를 디코딩하기 위한 목적

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홍보용, 내부용, 상업용 

및 사용권 취득에 관한 추가 정보는 MPEG 

LA, LLC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HTTP://

WWW.MPEGLA.COM 사이트를 참조하십시

오.

MPEG LA는 (i) MPEG-4 비주얼 비디오 정

보를 저장하는 매체의 제조/판매 (ii) 어떠한 

방식으로든 MPEG-4 비주얼 비디오 정보의 

배포/방송(예, 온라인 비디오 배포 서비스, 인

터넷 방송, TV 방송)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

공합니다. 본 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MPEG LA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PEG LA에 문의하십시오. 

MPEG LA, L.L.C., 250 STEELE STREET, 

SUITE 300, DENVER, COLORADO

80206, http://www.mpegla.com

 MPEG-4 비주얼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

개인 소비자가 패키지형 미디어에 대한 영상 

정보 인코딩의 MPEG-2 표준에 따라 사용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MPEG-2 특허 포트폴

리오의 해당 특허하의 라이센스 없이 본 제품

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사용권은 MPEG LA, L.L.C., 250 Steele 

Street, Suite 300, Denver, Colorado 

8020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형 매체"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배

포되는 DVD 동영상과 같은 MPEG-2 비디

오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를 의미합니

다. 패키지형 매체 디스크의 복제 업체나 판

매자는 MPEG LA로부터 사업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PEG LA

에 문의하십시오. MPEG LA. L.L.C., 250 

STEELE STREET, SUITE 300, DENVER, 

COLORADO 80206 

http://www.mpegla.com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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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L/LGPL 라이센스에 따라 
 소프트웨어 획득하기

이 제품은 GPL/LGPL이 적용되는 소프트웨

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GPL/LGPL의 조

건에 따라 이러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

한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고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

다.

소스 코드는 인터넷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

음 URL을 사용하고 다음로드 지침을 따르

십시오. http://www.sony.net/Products/

Linux/common/ search.html

소스 코드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자제해 주십

시오.

이 라이센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된 CD-

ROM의 "License" 폴더에 있는 "License1.

pdf"를 참조하십시오.

PDF 파일을 보려면 컴퓨터에 Adobe Reader

를 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Adobe Rea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

은 경우 다음 URL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get.adobe.com/reader/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중요: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캠코더에 포함된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본 최종 사용자 사

용권 계약("EULA")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EULA

의 조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EULA의 조

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면 안 됩니다.

EULA는 귀하와 Sony Corporation("소니")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본 EULA는 무선 어

댑터에 포함된 소니 및/또는 제3자 사용 허가

자(소니 계열사 포함) 및 허가자의 계열사("제

3자 공급자"로 통칭)의 소프트웨어와 소니가 

제공하는 모든 업데이트 / 업그레이드, 그러

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인쇄, 온라인 또

는 기타 전자 문서,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작

동에 의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 파일("소프트

웨어"로 통칭)과 관련된 귀하의 권리와 의무

를 정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내에서 

별도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및 약소/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해당되는 별도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서 요구하는 범위

까지 본 EULA 대신 적용되는 해당 별도의 최

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따릅니다("제외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가 부여되며 판매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 법과 국제 조약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이미지, 사

진, 애니메이션, 비디오, 오디오, 음악, 텍스

트 및 "애플릿"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

음)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소유권은 소니 또는 

하나 이상의 제3자 공급자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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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부여

소니는 귀하에게 오로지 무선 어댑터와 연계

하여, 그리고 귀하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기 위한 제한된 라이선스를 부

여합니다.

소니 및 제3자 공급자는 본 EULA가 명시적

으로 귀하에게 부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권(모든 지적 재

산권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을 명시

적으로 보유합니다.

요구 사항 및 제한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어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나 복사, 게시, 개조, 재배포하거나, 소스 코

드 도출, 수정, 리버스 엔지니어, 디컴파일 또

는 디스어셈블을 시도하거나 소프트웨어에

서 파생물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소프트웨어의 파생물을 만들면 안 됩

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권한 관

리 기능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귀

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보호, 또는 소

프트웨어 작동에 연결된 메커니즘을 우회, 수

정, 무력화 또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소니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두 개 

이상의 무선 어댑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프

트웨어의 개별 구성 요소를 분리할 수 없습니

다. 귀하는 소프트웨어의 상표 또는 공지를 

제거, 변경하거나 가릴 수 없습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공유, 배포, 대여, 리스, 위탁, 

양도, 판매하거나 그에 대한 라이센스를 재부

여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

비스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수행함

에 있어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외의 제품은 공

급자(소프트웨어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소니)의 재량에 따라 중단 또는 단종될 수 있

습니다. 소니와 이러한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또는 기타 제품이 

중단 또는 수정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거나 

작동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외되는 소프트웨어 및 오픈 소스 구성 요소

상기된 제한된 라이센스 부여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소프트웨어에 제외된 소프트웨어가 포

함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특정 제외되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오픈 소스 구성 요소")에 따를 수 있으며, 이

는 Open Source Initiative에 의해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승인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

는 이와 상당 부분 비슷한 라이선스를 의미하

며 여기에는 그러한 라이선스에 따라 허가되

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조건으로 배포자가 소

스 코드 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라이선스가 포함되며 이에 제한되

지 않습니다. 공개가 필요한 경우 종종 www.

sony.com/linux 또는 기타 소니가 지정한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해당 

오픈 소스 구성 요소 목록 및 그 사용을 관할

하는 해당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그러한 약관

은 귀하에 대한 책임 없이 해당 제3자에 의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소프트

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에서 요구하는 범위까

지, 그러한 라이선스의 조건은 본 EULA 대신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의 조건이 그러한 제외되는 소프트

웨어에 관한 본 EULA의 제한을 금지하는 범

위까지 그러한 제한은 해당 제외되는 소프트

웨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니가 소프트웨

어와 관련하여 소스 코드 제공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는 오픈 소스 구성 요소에 적용되는 라

이선스 조건의 범위까지 그러한 제안은 수행

됩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된 자료와 함께 소프트웨어 사용

소프트웨어는 귀하가 귀하 및/또는 제3자에 

의해 제작된 콘텐츠를 보고 저장하고 처리하

거나 사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는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 및/또는 

계약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콘

텐츠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 및 계약을 준수하

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

하는 소니가 소프트웨어에 의해 저장, 처리 또

는 사용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

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

의합니다. 그러한 조치에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통한 귀하의 백업 및 복원 빈도 계산, 

귀하의 데이터 복원 요청 수락 거부, 귀하가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EULA 

해지가 포함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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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서비스

또한 소프트웨어는 하나 이상의 콘텐츠 서

비스("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사용할 수 있

는 콘텐츠와 함께 사용되도록 설계될 수 있음

을 유의하십시오. 그러한 서비스 및 콘텐츠의 

사용에는 해당 콘텐츠 서비스의 서비스 약관

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조건의 수락을 거부하

는 경우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제한됩니

다.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특정 

콘텐츠 및 서비스가 소니에서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

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콘텐츠 서비스의 사용에는 인터넷 연

결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서비스는 언제든 중

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및 제3자 서비스

귀하는 특정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한 액세스

를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는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또

는 통신료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인

터넷 연결과 관련된 모든 제3자 수수료의 지

불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소프트웨

어의 작동은 귀하의 인터넷 연결 및 서비스의 

기능, 대역폭 및 기술적 제한에 따라 제한 또

는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연결

의 제공, 품질 및 보안은 전적으로 해당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제3자의 책임입니다.

수출 및 기타 규정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 또는 국가의 모

든 해당 수출 및 재수출 제한 및 규정을 준수

하며 금지된 국가로 또는 제약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를 전송하지도, 전송을 

허가하지도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고위험 활동

소프트웨어는 내결함성을 갖지 않으며, 소프

트웨어의 장애가 사망, 개인적 상해 또는 심

각한 신체적 환경적 훼손과 직결되는 핵시설, 

항공기 운항 또는 통신 시스템, 항공 교통 관

제 시스템, 생명 유지 기계 또는 무기 통제 시

스템과 같이 장애 시에도 정상 작동하는 성능

이 필요한 위험한 환경의 온라인 통제 장비로 

사용 또는 재판매되도록 설계, 제조 또는 의도

되지 않습니다("고위험 활동"). 소니, 각 제3자 

공급자, 그 각각의 계열사는 고위험 활동에의 

적합성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책임 

또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증의 제외

귀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위험은 전적

으로 귀하가 감당하며 소프트웨어 사용의 책

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형태의 보증, 책임 또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소니와 각각의 제3자 공급자(본 절의 목적을 

위해 소니 및 각각의 제3자 공급자를 "소니"로 

통칭)는 상품성, 비침해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모든 

보증, 책임 또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인합니

다. 소니는 (A)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능이 

귀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업데이트되고 

(B) 소프트웨어의 작동이 정확하며 오류가 없

거나 모든 결함이 수정되고 (C)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데이터를 손

상시키지 않고 (D)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위해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서비스(인터

넷 포함) 또는 제품(소프트웨어 외)이 지속적

으로 제공되고 중단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고 

보증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진술하지 않으며 

(E) 올바름, 정확성, 안정성 측면에서 소프트

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결과를 보증하거나 조

건을 붙이거나 진술하지 않습니다.

소니 또는 소니 공인 담당자가 제공하는 구두 

또는 서면 정보 또는 조언은 보증, 책임 또는 

조건을 형성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으로도 

본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소프트

웨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귀

하는 모든 필요한 서비스, 복구 또는 교정의 

전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묵시적 보증에 대한 예외규정을 허용하지 않

으므로 본 예외규정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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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소니와 각각의 제3자 공급자(본 절의 목적을 

위해 소니 및 각각의 제3자 공급자를 "소니"

로 통칭)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의 침해, 

계약 위반, 부주의, 엄격책임 또는 수익 손실, 

매출 손실, 데이터 손실, 소프트웨어 또는 관

련 하드웨어 사용 손실, 가동 중단 및 사용자 

시간의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포

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와 관

련된 다른 어떠한 법적 이론하에서 부수적 또

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소니와 제3자 공급자 누구라도 그와 같

은 손해의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 EULA

의 조항하에서 각각의 책임과 집합적 책임은 

제품에 대해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 제한됩니

다. 일부 관할지에서는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술한 배제 또는 제한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개인 정보 , 위치 데이터, 데이터 보안 사용에 대한 
동의

귀하는 소니 및 소니 계열사, 파트너 및 대행

사가 소프트웨어에서 (i) 소프트웨어와 (ii) 소

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무선 어댑터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는 주변기기 장

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

는 수집된 특정 정보를 열람, 수집, 전송, 처

리 및 저장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동의합니

다. 정보는 (1) 귀하의 무선 어댑터 및 그 구성 

요소와 관련된 고유 식별자, (2) 무선 어댑터, 

소프트웨어 및 그 구성 요소의 수행, (3) 무선 

어댑터,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

션, 콘텐츠, 무선 어댑터 및 소프트웨어와 상

호 작용하는 주변기기의 구성, (4) (x) 소프트

웨어와 (y)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소프트웨어와 상호 작용하는 주변기기의 사용 

및 사용 빈도, (5) 아래에 기술된 위치 데이터

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소니와 

계열사, 파트너 및 대행사는 제품 및 서비스

를 개선하거나 귀하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정보를 사용 

및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은 (a) 소

프트웨어 기능의 관리 (b) 소프트웨어 개선, 

서비스,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c) 소니 

및 다른 당사자의 현재 및 미래의 제품 및 서

비스 개선, 개발, 향상, (d) 소니 및 다른 당사

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 (e) 관련 법률 또는 규정 준수, 

(f) 제안된 범위까지 귀하에게 아래 기술된 대

로 소니 및 다른 당사자의 위치 기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

습니다. 또한 소니는 불법, 범죄 또는 유해한 

행위로부터 스스로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사용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는 

무선 어댑터의 지리적 위치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귀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니, 제3자 공급자 또는 그 파트너

가 그러한 위치 데이터를 수집, 보관, 처리 및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가 소니 또는 

해당 제3자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름을 

인지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또한 그러한 서비

스에 적용되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검토함

으로써 그러한 활동에 동의합니다.

소니, 그 계열사, 파트너 및 대행사는 귀하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의 소유자 또

는 사용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

로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 사

용은 소니 또는 해당 제3자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릅니다.

소니의 현재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보려면 

각 지역 또는 국가의 연락처에 문의하십시오. 

귀하가 제3자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를 사용

하거나 액세스할 때 제공한 개인 식별이 가능

한 정보 및 기타 정보와 관련된 개인 정보 보

호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제3자에게 문의하십

시오.

정보는 귀하가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

가에 위치한 소니, 그 계열사 또는 대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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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고 처리, 저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국

가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은 

귀하의 거주 국가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국가에

서 처리 및 저장되거나 그러한 국가로 전송되

는 정보와 관련하여 귀하의 법적 권리를 상대

적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소니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조직적으로 적

절한 단계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정보의 모든 

오용 위험을 없앤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

소니 및 제3자 공급자는 보안 기능의 강화, 오

류 수정 및 기능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

되지 않는 목적으로 귀하가 소니 또는 제3자

와 상호 작용할 때 또는 그 외의 시점에 때때

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다

른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업

데이트 또는 수정에 따라 귀하가 사용하는 기

능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소프트웨

어의 기능이 가진 특성 또는 기타 측면이 삭

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그러한 

활동이 소니의 재량에 따라 수행될 수 있으

며, 귀하가 그러한 업데이트 또는 수정 설치

를 완료하거나 수락할 때 소프트웨어의 지속

적인 사용을 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인정

하고 그에 동의합니다. 모든 업데이트/수정은 

본 EULA의 목적상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구

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귀하는 본 EULA

를 수락함으로써 그러한 업데이트/수정에 동

의하게 됩니다.

완전한 계약, 포기, 분리 가능성

본 EULA 및 소니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때때로 개정 및 수정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귀하와 소니 간의 완전한 계약을 구성합니다. 

소니가 본 EULA의 권리 또는 조항을 실행 또

는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한 권리 또는 

조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EULA의 어떠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불법 또

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

당 조항은 본 EULA의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적용되며 나머지 

조항은 완전히 시행되며 효력이 지속됩니다.

준거법 및 관할지

국제 판매 상품에 대한 UN 협약은 본 EULA

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EULA의 준거법은 

법률 조항의 충돌에 관계없이 일본법입니다. 

본 EULA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본의 도쿄 

지방 법원에서 독점 관할하며, 계약의 당사자

는 재판지와 관할 법정에 동의합니다.

공정한 구제책

본 EULA에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

라도 귀하는 귀하가 본 EULA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는 소니에 금전적 배상

으로는 불충분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

함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하며, 그러한 경우 

소니가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금지

명령구제 또는 공정한 구제책을 얻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소니는 소니의 재량에 따라 

귀하가 EULA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EULA의 위반을 방

지하거나 본 EULA의 이행을 위해 귀하의 소

프트웨어 사용 즉각 종료를 포함하되 이에 제

한되지 않는 법적 및 기술적 구제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소니가 법률 

또는 형평법 또는 계약에 따라 가진 다른 구

제책에 부가됩니다.

TERMINATION

귀하가 본 EULA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니는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본 

EULA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해지의 

경우 귀하는 (i) 모든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단

하고 복사본을 폐기하고 (ii) 아래 "귀하의 계

정 책임" 절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

소니는 소니가 지정한 웹 사이트에서의 공지, 

귀하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의 이메일 알

림, 귀하가 업그레이드/업데이트를 받는 절

차의 일부로 제공하는 공지 또는 다른 법적으

로 인정되는 공지 양식으로 공지함으로써 본 

EULA의 조건을 재량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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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유합니다.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귀하는 즉시 소니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아

야 합니다. 그러한 공지의 발효 날짜 이후 소

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개정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자 수혜자

각 제3자 공급자는 해당 당사자의 소프트웨어

와 관련하여 본 EULA의 각 조항의 수혜자이

자 각 조항을 실행할 권리를 가진 제3자 수혜

자를 의도한 표현입니다.

본 EULA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각 지

역 또는 국가의 연락처로 서면을 보내 소니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2012 Sony Corporation.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소니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간의 라이센

스 계약에 기초하여 본 제품은 공개 소프트웨

어를 사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의 요구사항을 충족

하기 위해 소니는 이러한 라이센스의 내용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된 CD-

ROM의 "License" 폴더에 있는 "License1.

pdf"를 참조하십시오.

 

 일반 사항

중. 약 2.0kg(본체만)

치. (단위: mm(인치), 본체만)1)

1) 치수는 근사치입니다.

사용 전원

12V DC(11V∼17.0V DC)

소비 전력

약 19W(본체, SELP28135G 렌즈, XAVC-I 

QFHD 59.94P 레코딩, 뷰파인더 켜짐)

작동 온도 

0℃ ~ 40℃

보관 온도

-20℃ ~ +60℃

연속 작동 시간 약 60분(BP-U30 사용 시)

레코딩 포맷(비디오)

XAVC Intra

AVC/H.264 High 4:2:2 Intra Profile

QFHD: CBG, 600Mbps HD: CBG, 

222Mbps XAVC Long

AVC/H.264 High Profile

QFHD: VBR, 최대 150Mbps, 4:2:0

Long

규 격

247 (9 3/4)

23
9 

(9
 1

/ 2
 6( 651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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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VBR, 최대 50Mbps, 4:2:2 Long

MPEG HD422
MPEG-2 Long GOP

HD422 모드: CBR, 50Mbps, MPEG-2

422P@HL

레코딩 포맷(오디오)

LPCM 24비트, 48kHz, 4채널

(캠코더에서 2채널 레코딩)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

XAVC Intra
3840 × 2160/59.94P, 50P, 29.97P,

23.98P, 25P

1920 × 1080/59.94P, 50P, 59.94i, 50i,

29.97P, 23.98P, 25P

XAVC-Long
3840 × 2160/59.94P, 50P, 29.97P,

23.98P, 25P

1920 × 1080/59.94P, 50P, 59.94i, 50i,

29.97P, 23.98P, 25P

MPEG HD 422
1920 × 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1280 × 720/59.94P, 50P, 29.97P,

23.98P, 25P

레코딩/플레이백 시간

XAVC Intra 3840 × 2160
59.94P

약 22분: QD-G128A 사용

약 11분: QD-G64A 사용

50P

약 26분: QD-G128A 사용

약 13분: QD-G64A 사용

29.97P

약 44분: QD-G128A 사용

약 22분: QD-G64A 사용

23.98P

약 55분: QD-G128A 사용

약 27분: QD-G64A 사용

25P

약 52분: QD-G128A 사용

 

약 26분: QD-G64A 사용

XAVC Intra 1920 × 1080
59.94P

약 59분: QD-G128A 사용

약 30분: QD-G64A 사용

50P

약 71분: QD-G128A 사용

약 35분: QD-G64A 사용

59.94i

약 118분: QD-G128A 사용

약 59분: QD-G64A 사용

50i

약 141분: QD-G128A 사용

약 70분: QD-G64A 사용

29.97P

약 118분: QD-G128A 사용

약 59분: QD-G64A 사용

23.98P

약 147분: QD-G128A 사용

약 74분: QD-G64A 사용

25P

약 141분: QD-G128A 사용

약 70분: QD-G64A 사용

XAVC Long 3840 × 2160
59.94P/50P

약 87분: QD-G128A 사용

약 44분: QD-G64A 사용

29.97P/23.98P/25P

약 131분: QD-G128A 사용

약 66분: QD-G64A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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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VC Long 1920 × 1080
50M 모드

약 262분: QD-G128A 사용

약 131분: QD-G64A 사용

35M 모드

약 374분: QD-G128A 사용

약 187분: QD-G64A 사용

25M 모드

약 524분: QD-G128A 사용

약 262분: QD-G64A 사용

MPEG HD 422

약 262분: QD-G128A 사용

약 131분: QD-G64A 사용

참고

레코딩/플레이백 시간은 사용 조건과 메모리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 구성부

촬상 소자(타입)

Super 35급 CMOS 이미지 센서

픽셀 수

1160만 픽셀(전체),

17:9에서 880만 픽셀/

16:9에서 830만 픽셀(유효)

ND 필터

1: Clear

2: 1/4ND

3: 1/16ND

4: 1/64ND

감도

비디오 감마: 24p에서 T14

(2000룩스, 89.9% 반사율, 3200K)

ISO 감도

S-Log3 Gamma ISO2000(D55 광원)

최소 조도

0.7룩스(18 dB, 23.98P, 셔터: OFF, ND 

Clear, F1.4)

렌즈 마운트

E-마운트

위도

14스톱

비디오 신호 대 잡음비

57dB(비디오 감마/노이즈 억제: off)

셔터 속도

1/3 ~ 1/9000초(23.98P)

셔터 앵글

4.2° ~ 359.7°

5.6° ~ 180°(23.98P)

5.6° ~ 216°(59.94P)

5.6° ~ 300°(50P)

슬로우 & 퀵 모션

XAVC QFHD: 1 ~ 60P, XAVC HD: 1 ~ 

180P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 모드, 메모리 모드 A, B(1500K ~ 

50000K)

게인

-3, 0, 3, 6, 9, 12, 18 dB

감마 곡선

STD1, STD2, STD3, STD4, STD5, 

STD6, HG1, HG2, HG3, HG7, HG8, 

S-Log3, USER1, USER2, USER3, 

USER4

 오디오

샘플링 주파수

48 kHz

양자화

24비트

주파수 응답

50Hz ~ 20kHz(±3dB 이하)

다이나믹 레인지

90dB(표준)

왜곡

0.08% 이하(-40dBu 입력 레벨)

내장 스피커

모노

내장 마이크

모노

 입력/출력부

입력 

INPU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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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R 타입, 3핀, 암

LINE / MIC / MIC+48V 전환 가능

MIC: 레퍼런스 –40, –50, –60dBu

출력 

SDI OUT 1/2:

BNC 타입, 0.8 Vp-p, 언밸런스드(3G 

HD/1.5G HD 출력)

SMPTE ST424/425 Level-A/B, 292M

표준 호환

4채널 오디오

EARPHONE(스테레오 미니 단자):

-16dBu(레퍼런스 레벨 출력, 최대 모니터 

볼륨, 16Ω 부하)

HDMI:  타입 A, 19핀

기타

DC IN:  EIAJ 호환, 11V ~ 17V DC

익스텐션 유닛 커넥터:

전용(144핀)

멀티 인터페이스 슈:

전용(21핀)

REMOTE:

2.5 Φ 3폴 sub-mini 타입

USB:

2.0 표준 호환, 대용량 스토리지의 경우 타

입 AB 미니(1)

W-LAN 연결의 경우 타입 A(1)

VF:

전용(40핀)

 표시부

LCD 모니터

스크린 크기

8.8cm 대각선

화면비

16:9

픽셀 수

960(H) x 540(V)

 미디어 슬롯부

비디오 레코딩용 XQD 카드 슬롯(2)

UTILITY SD 카드 슬롯(1)

 기본 제공 액세서리

뷰파인더(아이피스, 아이컵, 로드, 클램프 포

함)

그립 리모트 컨트롤

USB 무선 LAN 모듈(IFU-WLM3)

적외선 리모트 컨트롤(RMT-845)

AC 어댑터

MPA-AC1(미국 및 캐나다 모델만)

정격 입력: 100 V ~ 240 V AC, 50 

Hz/60 Hz, 0.4 A ~ 0.75 A 정격 출력: 

12 V DC, 3 A

AC-NB12A(미국 및 캐나다 모델 제외)

정격 입력: 100 V ~ 240 V AC, 50 

Hz/60 Hz, 0.35 A ~ 0.65 A 정격 출력: 

12 V DC, 2.5 A

배터리 팩(BP-U30)

최대 전압: 16.4 V DC

공칭 전압: 14.4 V DC

용량: 28Wh

배터리 충전기(BC-U1)

사용 전원: 100V ∼ 240V AC, 50/60Hz

소비 전력: 38W

정격 출력: 16.4 V, 1.9 A/1.5 A 충전

전원 코드(2)

미니 USB 케이블(1)

옵션 마운팅 스테이(1)

렌즈 마운트 캡(1)

핸들 커넥터 보호 캡(M2 나사 2개 포함) (1)

USB 무선 LAN 모듈 캡(1)

예비 W-LAN 커넥터 커버(1)

예비 익스텐션 유닛 커넥터 커버(1)

액세서리 슈 키트(액세서리 슈(1), 슈 플레이

트(1), 나사(4))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1)

사용 설명서(CD-ROM) (1)

디자인 및 규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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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는 송신 장치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 

미실행, 송신 규격에 의한 불가피한 데이터 

누출 또는 기타 유형의 보안 문제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

임지지 않습니다.
참고

 항상 시험 레코딩을 하여 정상 작동 여부

를 확인하십시오.

   소니는 

본 제품이나 사용한 레코딩 미디어, 외부 

저장 시스템 또는 어떠한 유형의 콘텐츠

를 레코딩 하기 위해 사용한 다른 미디어

나 저장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보상 또는 배상을 포

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먼저 제대로 작동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니는 보증 기간 중 또는 보증 기간 만

료 후에도 본 제품의 고장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

(현재 또는 미래 수익의 손실에 대한 보

상 또는 배상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음)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니는 본 제품의 사용자 또는 타사가 제

기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니는 내부 저장 시스템, 레코딩 미디어, 

외부 저장 시스템 또는 기타 미디어나 저

장 시스템에 레코딩 된 데이터의 손실, 

복구 또는 재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

다.

 소니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본 제

품과 관련된 서비스의 해지 또는 종료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캠코더를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소니 프

로페셔널 제품 웹 사이트에서 제품 드라이버, 

플러그인 및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십시

오.

소니 프로페셔널 제품 웹 사이트 홈페이지:

미국

캐나다

중남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러시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아시아

대한민국

중국

인도

http://pro.sony.com

http://www.sonybiz.ca

http://sonypro-latin.com

http://www.pro.sony.eu/pro

http://sony-psmea.com

http://sony.ru/pro/

http://sonypro.com.br

http://pro.sony.com.au

http://pro.sony.co.nz 

http://www.sonybsc.com

http://pro.sony-asia.com

http://ps.sony.co.kr

http://pro.sony.com.cn

http://pro.sony.co.in

Sony Creative Software,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페이지 

http://www.sonycreativesoftware.com/

download/ software_for_sony_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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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

XDCAM은 Sony의 상표입니다.

  XAVC 및 는 Sony의 등록 상표입니

다.

 XQD 및  는 Sony의 상표입니다.

  HDMI, HDMI 로고 및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미국 및 기타 국가

에서 HDMI Licensing, LLC의 상표 또는 등

록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회사 이름 및 제품 이름은 각 소유

자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서 상표 항목에 ⓒ 또는 ™ 기호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