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랍도록 새로운 Super 35 룩 하이 프레임 레이트(HFR) 레코딩
 

뛰어난 HDR 성능

4K Super 35 Exmor™ 센서

     장착 유연성

전자식 가변 ND 필터(VND)

창의적인 픽쳐 프로파일(PP)

클리어 이미지 줌

가볍고 견고한 모듈형 본체

PXW-FS5M2
/PXW-FS5M2K
무한한 창의성을 위한 새로운 룩(Look)

다양한 모니터링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한 탁월한 이동성

별도의 레코드 제어 기능이 있는 듀얼 SD 카드 슬롯

멀티 인터페이스(MI) 슈

듀얼 XLR 입력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내부/출력 연속/버스트

4K
(4096x2160)

60* / 50 출력 FS RAW 연속

120 / 100 출력 FS RAW 버스트 4초

2K
(2048x1080)

240 / 200
/ 120 / 100

출력 FS RAW 연속

Full HD
(1920x1080)

120 / 100
내부 레코딩

XAVC HD 422 10비트
연속, 또는
버스트 16초

240 / 200
내부 레코딩

XAVC HD 422 10비트 버스트 8초

* 59.94

TM

감마 차트(시뮬레이션)

FS5 II
FS5

FS5 II의 기본 룩(Look)은 Sony의 VENICE 디지털 시네마토그래피 

카메라 개발로 축적된 기술을 적용, 오늘날 콘텐츠 제작들의 요구 

사항에 맞도록 풍부한 미드레인지 컬러와 매혹적인 스킨 톤과 더 

소프트한 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보다 

생생하고 선명한 컨텐츠를 제작함은 물론, 고성능의 Super 35 Exmor™ 

센서를 통해 포스트 프로덕션 에서의 작업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계조(Latitude)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FS5 II는 호환되는 타사 외부 레코더와 함께 사용할 경우, 2K RAW 

포맷의 연속 240fps 촬영 및 4K 120fps 4초 영상 촬영을 포함하여 

놀라운 슬로우 모션 영상을 지원합니다. FS5 II는 또한 Full HD 10비트 

4:2:2 화질과 최대 240fps의 프레임 레이트(8초 캐시 레코딩)에서의 

하이 프레임 레이트(HFR) 캐시 레코딩과 Full HD의 연속 120fps 

내부 레코딩 성능을 제공합니다.

HDR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FS5 II는 HDR 제작을 

위한 두 가지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다. 14 스톱의 놀라운 

노출 관용도는 하이라이트와 암부 영역의 디테일을 뛰어난 품질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트 HDR 워크플로우는 작업 속도가 관건입니다. HLG(Hybrid  

 Log-Gamma)를 이용해 컨텐츠 촬영, 편집 및 확인(Viewing)하고  

 컨텐츠의 품질 손상이나 화질 열화 없이 빠르게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S-Log2/3은 궁극의 그레이딩 유연성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데이터를 캡처해야 하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미 입증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4K 해상도: 총 1160만 픽셀과 880만* 유효 픽셀이 4K 해상도를 

제공합니다.

FS5 II는 피사체가 자연스럽게 돋보일 

수 있는 보다 감동적인 화면에 필요한 

세밀한 피부 톤 렌더링과 아름다운 

하이라이트, 미묘한 표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완전히 새로워진 기본 

프로파일이 포함 되었습니다. 또한 S- 

Log2, S-Log3에 최적화된 프로파일과 

DSLR 스타일의 느낌을 위해 생동감 

있고 컨트라스트가 높은 비주얼의 

프로파일 등 9개의 픽쳐 프로파일을 

추가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FS5 II는 원하는 스타일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0.39인치 

OLED 뷰파인더를 통해 수동 포커스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위치를 완벽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3.5인치 

LCD 스크린은 손잡이 상단에 3개 위치, 본체 상단에 6개 위치 등 

최대 9개의 위치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Wi-Fi 또는 내장 유선 LAN을 선택할 수 있어 어느 
이벤트에서도 라이블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FS5 II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NFC는 적절한 장치와 함께 원터치 인증을 지원합니다.

GPS 기능을 통해 GPS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고해상도 콘텐츠의 고속 FTP 전송을 위한 내장 유선 LAN 
잭을 사용하여 속보를 가장 먼저 보도할 수 있습니다.

Super 35 크기 센서는 얕은 피사계 심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디포커스된 배경인 '보케' 효과뿐만 아니라 탁월한 저조도 감도를 

제공합니다.

14 스톱의 노출 관용도는 암부 디테일이나 하이라이트 영역 
디테일의 손상이 없는 폭넓은 계조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호환 가능한 타사 외부 레코더를 사용하면 FS-RAW 포맷으로 

60**/50fps 4K 영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Sony의     마운트 시스템은 Sony와 타사 렌즈와 탁월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FS5 II의 E-마운트에는 타사 어댑터를 사용하여 시네마 

렌즈와 SLR 렌즈를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ony의 E-마운트 

및 A-마운트 렌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FS5 II는 렌즈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FS5M2)과 SELP18105G 렌즈를 

포함한 패키지(FS5M2K) 두 가지 모델이 공급됩니다.

FS5 II에는 1/4 ND부터 1/128 ND까지 끊김 없이 리니어하게 

변경할 수 있는 Sony 고유의 전자식 가변 ND(Neutral Density) 

필터(VND)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VND 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Pixel Super Resolution 기술이 적용되어 최대 광학 비율로 확대한 

풀 HD 줌 이미지를 200%까지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고정 초점 렌즈와도 호환되기 때문에, 프라임 렌즈를 사용하면서도 

장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FS5 II는 본체가 0.8kg에 불과하지만, 촬영 현장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견고합니다. 마그네슘 섀시로 제작되어 

손잡이, 본체 위아래에 있는 ¼인치 나사 구멍을 통해 드론, 짐벌 

또는 수중 하우징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분리 가능한 스마트 

그립을 통해 FS5 II의 모든 기능을 손가락만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버튼 하나만 눌러서 그립의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Mbps까지 내부적으로 10비트 4:2:2 Full HD 영상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21
8.
3

185.2 328.2
277.2

172.4
165.7111.3

128.7

116.5

치수
단위: mm(인치)

규격

지원되는 액세서리

UWP-D11/UWP-D12BP-U60/BP-U90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팩

ECM-VG1URX-P03D
UWP-D 2채널 휴대용 리시버

BC-U1/BC-U2
배터리 충전기/AC 어댑터 무선 마이크 패키지

SMAD-P3
MI 슈 마운트 어댑터
*  UWP-D11/UWP-D12를 사용하는 케이블 
 없는 조작에 필요  

SMAD-P3D
MI 슈 마운트 어댑터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 URX-P03D를 사용하는 케이블 없는 
 조작에 필요

RM-1BP
리모트 커맨더

MCX-500
멀티 카메라 라이브 
프로듀셔

©2018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서면 허가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기능 및 규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량과 치수는 모두 대략적인 값입니다.

Sony와 Sony 로고는 Sony의 상표입니다.

XDCAM, XAVC, α 마운트 시스템 및 관련 로고는 Sony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배포처

HXR-IFR5
메모리 레코더 인터페이스 
유닛

VCT-SP2BP
캠코더 서포트

RM-30BP
리모트 커맨더

HVL-LBPC
배터리 비디오 조명

AXS-R5
포터블 메모리 레코더

CBKZ-SLMP
MPEG HD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SDXC 128GB
SDXC 메모리 카드

일반 사항
중량 약 830g(본체만)

약 1lb 13.2oz(본체만)

약 2.2kg(SELP18105G 및 렌즈 후드[옵션], 배터리 팩 BP-U30, 대형 아이컵, LCD 패널, 손잡이, 
그립(그립벨트 제외) 포함)

약 4lb 14.5oz(SELP18105G 및 렌즈 후드[옵션], 배터리 팩 BP-U30, 대형 아이컵, LCD 패널, 손잡이, 
그립(그립벨트 제외) 포함)

치수(너비x높이x깊이)
[[F_WI0001]]

약 111.3 x 128.7 x 172.4mm(돌출부를 포함한 본체만)

약 185.2 x 218.3 x 369.5mm(SELP18105G 및 렌즈 후드[옵션], 대형 아이컵, LCD 패널, 손잡이, 
그립(그립벨트 제외) 및 돌출부 포함)

약 4 1/2 x 5 1/8 x 6 7/8인치(돌출부를 포함한 본체만)

약 7 3/8 x 8 5/8 x 14 5/8인치(SELP18105G 및 렌즈 후드[옵션], 대형 아이컵, LCD 패널, 손잡이, 
그립(그립벨트 제외) 및 돌출부 포함)

사용 전원 DC 14.4V(배터리 팩) / DC 12.0V(AC 어댑터)

Power Consumption 약 11.8W[60i] 약 11.5W[50i](외부 장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LCD Off, EVF On에서 레코딩 하는 경우)

약 12.6W[60i] 약 12.3W[50i](외부 장치 커넥터를 사용할 때 LCD On, EVF On에서 레코딩 하는 경우)

작동 온도 0°C ~ 40°C

32°F ~ 104°F

-20°C ~ +60°C

-4°F ~ +140°F

보관 온도

배터리 작동 시간 배터리 팩 BP-U90 사용 시: 약 6시간 40분[60i] 약 6시간 45분[50i]
(외부 장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LCD On, EVF Off에서 레코딩 하는 경우)

 

배터리 팩 BP-U60 사용 시: 약 4시간 15분[60i] 약 4시간 20분[50i]
(외부 장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LCD On, EVF Off에서 레코딩 하는 경우)

 

배터리 팩 BP-U60 사용 시: 약 4시간 15분[60i] 약 4시간 20분[50i]
(외부 장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LCD On, EVF Off에서 레코딩 하는 경우)
배터리 팩 BP-U30 사용 시: 약 2시간 10분[60i] 약 2시간 10분[50i]
(외부 장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LCD On, EVF Off에서 레코딩 하는 경우)

 

 

렌즈
렌즈 마운트 E-마운트

카메라 구성부
촬상 소자
(Type)

"Exmor" Super35 CMOS 센서

유효 화소 3840(H) x 2160(V)(16:9) 4096(H) x 2160(V)(17:9, RAW 출력)

내장 광 필터 ND 필터 OFF: CLEAR 1: 1/4ND 2: 1/16ND 3: 1/64ND 리니어 가변 ND(1/4ND ~ 1/128ND)

최소 조도 0.16룩스[60i](IRIS F1.4, 게인 오토, 셔터 속도 1/24) 0.18룩스[50i](IRIS F1.4, 게인 오토, 셔터 속도 1/25)

ISO 감도 ISO2000(S-Log2/S-Log3 감마)

셔터 속도 1/8 ~ 1/10000초(60i) 1/6 ~ 1/10000초(50i/24p)

Slow & Quick 
Motion 기능

[30p]:2160p: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2.4.8.15.30fps

[25p]:2160p: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2.3.6.12.25fps

[60i]:1080p: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2,4,8,15,30,60,120fps

[50i]: 1080p: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2,3,6,12,25,50,100fps

수퍼 슬로우 모션 [60i]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20, 240, 480, 60fps

[50i]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00, 200, 400, 800fps

사전 설정(3200K), 메모리 A, 메모리 B/ATW"

0,3,6,9,12,15,18,24,27,30dB,AGC

선택 가능

화이트 밸런스

게인

감마 곡선

입력/출력
오디오 입력

비디오 출력

오디오 출력

SDI 출력

USB

헤드폰 출력

스피커 출력

DC 입력

리모트

HDMI 출력

XLR형 3핀(암) (x2), 라인/마이크/마이크 +48V 선택 가능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 컴포지트 1.0Vp-p, 75Ω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

BNC 타입(x1), SD/HD/3G(Level-B) 선택 가능 SMTPE 259M/292M/424M/425M 표준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x1)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모노

DC 단자

스테레오 미니 단자(Φ2.5mm)

HDMI 커넥터(타입 A)

모니터링
뷰파인더 1.0cm(0.39타입) OLED 약 144만 도트

8.8cm(3.5타입), 약 156만 도트LCD

내장 마이크
내장 마이크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미디어
유형 MS/SD(1),SD(1)

Wi-Fi/NFC
지원되는 포맷

주파수 대역

보안

NFC

IEEE 802.11 b/g/n

2.4GHz 대역폭

WEP/WPA-PSK/WPA2-PSK

NFC Forum Type 3 Tag 호환

기본 제공 액세서리
핸들(1), 그립 리모트(1), LCD 패널(1), 액세서리 슈 키트(액세서리 슈(1),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1), 나사(4), 
USB 케이블(1), AC 어댑터/충전기(1)(BC-U1A), 전원 코드(1), 무선 리모트 커맨더(1)(RMT-845), LCD 보호판(1), 
CD-ROM “Manuals for Solid-State Memory Camcorder”(1), 사용 설명서(2), BP-U30 배터리 팩(1)

포맷 비트 레이트 모드 해상도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 오디오 포맷 레코딩 시간 64G SD 카드

4K
XAVC Long 

MPEG-4 AVC/H.264

100Mbps -
3840 x 2160

29.97p, 25p, 23.98p

리니어 PCM 2채널, 24비트, 48kHz

약 65분

약 100분60Mbps - 29.97p, 25p, 23.98p

HD

XAVC Long 

MPEG-4 AVC/H.264

50Mbps -
1920×1080 59.94p, 50p, 59.94i, 50i, 29.97p, 25p, 23.98p, 

약 120분
1280×720 59.94p, 50p,

35Mbps - 1920×1080 59.94p, 50p, 59.94i, 50i, 29.97p, 25p, 23.98p, 약 170분

약 220분25Mbps - 1920×1080 59.94i, 50i, 

AVCHD 

MPEG-4 AVC/H.264 AVCHD 2.0  format compatible

28Mbps PS 1920×1080 59.94p, 50p,

Linear PCM 2ch, 16bit, 48kHz

Dolby Digital 2ch, 16bit, 48kHz

약 290분

24Mbps FX
1920×1080 59.94i/50i/29.97p/25p/23.98p,

약 340분
1280×720 59.94p, 50p,

17Mbps FH
1920×1080 59.94i/50i/29.97p/25p/23.98p,

약 450분
1280×720 59.94p, 50p,

9Mbps HQ 1280×720 59.94p, 50p, 약 590분

PXW-FS5M2 PXW-FS5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