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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사용 시 주의사항

•�캠코더를�다음과�같은�부분이나�단자�덮개를�
잡은�상태에서�들어�올리지�마십시오.

 참고

•�본�제품은�먼지나�물기를�차단할�수�없으며�방
수�기능이�없습니다.�188페이지의�“캠코더�취
급”을�참조하십시오.
•�통신�케이블로�캠코더를�다른�제품에�연결할�
때에는�커넥터�플러그를�올바른�방향으로�꽂
으십시오.�단자에�플러그를�억지로�밀어�넣으
면�단자가�손상되어�캠코더가�오작동할�수�있
습니다.
•�캠코더를�사용할�때는�현지�국가/지역�규정을�
따르십시오.

LCD 화면

•�흐리게�표시된�메뉴는�현재�레코딩�또는�플레
이백�상태에서�사용할�수�없는�항목입니다.
•�LCD�화면은�고정밀�기술로�제조되므로�픽셀
의�99.99%�이상이�유효�화소입니다.�그러나�
LCD�화면에�매우�작고�검은�점�및/또는�밝은�
점(백색,�적색,�청색�또는�녹색)이�지속적으로�
나타날�수�있습니다.�이것은�제조�공정의�정상
적인�결과이며�레코딩에�아무런�영향을�주지�
않습니다.

햇빛에 대한 주의사항

•�태양을�촬영하거나�캠코더를�햇빛�아래에�두
지�마십시오.�캠코더�내부�부품이�손상될�수�
있습니다.�햇빛으로�인해�근처의�물체에�초점
이�모이면�화재가�발생할�수�있습니다.�
캠코더를�직사광선에�두어야�할�경우�전면�렌
즈�캡을�장착하십시오.
•�캠코더의�뷰파인더,�렌즈�또는�LCD�화면을�햇
빛이나�강한�광선에�오랫동안�노출하지�마십
시오.�캠코더가�오작동할�수�있습니다.
•�태양을�직접�촬영하지�마십시오.�캠코더가�오
작동할�수�있습니다.
•�분리한�렌즈를�통해�태양�또는�강한�빛을�보지�
마십시오.�눈에�회복�불가능한�손상을�입을�수�
있습니다.�또한�오작동의�원인이�될�수도�있습
니다.
•��레이저�등의�광선에�렌즈를�노출하지�마십시
오.이미지�센서가�손상되어�카메라가�오작동
할�수�있습니다.

사용 전 확인 사항

제품을�작동하기�전에�이�설명서를�자세히�읽고�나중에�참조할�수�있도록�잘�보관하십시오.

렌즈
백색, 적색, 청색 또는 

녹색 점

검은 점

마이크(별매) 또는 

마이크 홀더

LCD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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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및 배터리 팩의 온도

•�이�캠코더에는�캠코더�또는�배터리�팩의�온도
가�안전�작동�범위를�벗어나면�레코딩�또는�플
레이백이�실행되지�않도록�하는�보호�기능이�
있습니다.�이�경우�LCD�화면에�메시지가�나타
납니다(176페이지).

레코딩 시 주의사항

•�메모리�카드�액세스�표시등이�적색으로�켜져�
있거나�깜빡이는�것은�캠코더가�데이터를�읽
거나�쓰고�있는�중임을�나타냅니다.�캠코더에�
진동�또는�충격을�가하지�마십시오.�전원을�끄
거나�메모리�카드,�배터리�팩�또는�AC�어댑터
를�분리하지�마십시오.�이미지�데이터가�손상
될�수�있습니다.
•�메모리�카드를�안정적으로�사용하려면�캠코더
에�처음으로�사용할�때�메모리�카드를�포맷하
는�것이�좋습니다.�포맷을�수행하면�메모리�카
드에�기록된�모든�데이터가�삭제되며�복구할�
수�없습니다.�메모리�카드를�포맷하기�전에�메
모리�카드에�있는�중요한�데이터를�컴퓨터�등
의�다른�미디어에�저장하십시오.
•�레코딩을�시작하기�전에�레코딩�기능을�테스
트하여�영상이나�사운드가�문제�없이�레코딩
되는지�확인하십시오.
•�캠코더,�저장�미디어�등의�오작동으로�인해�레
코딩�또는�플레이백이�불가능한�경우�또는�캠
코더의�기능�제한으로�인해�이미지나�사운드
가�왜곡된�경우에도�손실된�레코딩�내용�또는�
레코딩�기회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습니다.
•�TV�컬러�시스템은�국가/지역에�따라�다릅니
다.�레코딩�된�자료를�TV에서�보려면�각�국가/
지역에�따라�[60i/50i�SEL]을�설정해야�합니다.
•�TV�프로그램,�영화,�비디오�테이프�및�기타�자
료는�저작권으로�보호될�수�있습니다.�
이러한�자료를�무단으로�레코딩하는�행위는�
저작권법에�위배될�수�있습니다.

•�촬상�소자(CMOS�센서)가�이미지�신호를�읽는�
방식으로�인해�다음과�같은�현상이�발생할�수�
있습니다.
-��레코딩�조건에�따라�프레임을�빠르게�지나가
는�피사체가�왜곡되어�나타날�수�있습니다.�
(모션�해상도가�높은�모니터의�경우�이�현상
이�눈에�띄지�않을�수�있습니다.)
-��형광등,�나트륨등�또는�수은등�조명에서�레
코딩할�때�LCD�화면에�가로�선이�나타날�수�
있습니다.�이�현상은�셔터�속도를�조정하여�
줄일�수�있습니다(51페이지).
-��피사체를�플래시로�계속�비추면�LCD�화면의�
이미지가�가로로�분리되어�보입니다.�이�현
상은�느린�셔터�속도를�사용하여�줄일�수�있
습니다.�또한�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이미
지�수정을�시도할�수도�있습니다.

레코딩한 이미지 데이터 모두 저장

•�이미지�데이터가�손실되는�것을�방지하려면�
레코딩�한�모든�이미지를�정기적으로�외부�미
디어에�저장하십시오.

레코딩한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처리하려면

•�“Catalyst�Browse”�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하
십시오.

이미지가 제대로 레코딩되거나 플레이백

되지 않는 경우 [MEDIA FORMAT]을 사

용하여 메모리 카드 포맷

•�메모리�카드에�레코딩과�삭제를�장기간�반복
하면�메모리�카드에�데이터�단편화가�발생하
여�이미지가�올바르게�레코딩�및�저장되지�않
을�수�있습니다.�이�경우�이미지를�디스크�또
는�컴퓨터와�같은�별도의�레코딩�미디어에�저
장하고�메모리�카드를�포맷하십시오.�“메모리�
카드�포맷하기”(136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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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작동

•�캠코더의�작동은�SEL/SET�다이얼(7,�139페이
지)�또는�그립의�멀티�셀렉터(10페이지)를�사
용하여�제어합니다.

설명서

•�이�설명서에서는�“SELP18105G”�렌즈를�사용
하는�것을�기준으로�동작을�설명합니다.�사용
하는�렌즈에�따라�동작이�다를�경우�“참고”�또
는�“팁”에서�관련�정보를�찾을�수�있습니다.
•�[REC�FORMAT]�및�기타�메뉴에서�설정할�수�
있는�값은�[60i/50i�SEL]�설정에�따라�달라집니
다.�이�설명서에서는�[60i]�및�[50i]�설정�모두
의�값을�설명합니다.
•�이�설명서에�사용된�LCD�화면은�예시용이며�
디지털�스틸�카메라로�촬영한�이미지입니다.
•�각�언어로�된�화면�표시는�작동�절차를�설명하
는데�사용됩니다.�필요하면�캠코더를�사용하
기�전에�화면에�표시되는�언어를�변경하십시
오(165페이지).
•�메모리�카드와�기타�액세서리의�디자인�및�규
격은�통보�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사용 전 확인 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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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명서에�설명된�일부�기능을�사용하려면�업그레이드된�라이센스(옵션)�및�지정된�버전�이상의�
펌웨어가�필요합니다.
사용되는�장치에�따라�옵션�제품을�구입하고�카메라�펌웨어를�업그레이드하십시오.

기능 참조 
페이지

PXW-FS5 PXW-FS5M2/FS5M2K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XAVC�QFHD(4K�모드)로�
레코딩�할�때의�외부�출력�
및�얼굴�인식�지원

133 버전�1.1��
이상에는�
플러그인이�
필요�없음

- 버전�1.0�이
상에는�플
러그인이�
필요�없음

-

자동�ND�필터 54 버전�2.0��
이상에는�
플러그인이�
필요�없음

- -
RAW�레코더를�사용하여�
RAW�형식으로�레코딩
(별매)

70 CBKZ-FS5RIF를��
구입해야�합니다.

구입이�필요하지�
않음(사전�설치됨)

지브라�1/지브라�2 54 - -
헤드폰�출력�설정 84 - -
GPS�기능 115 - -
MPEG�HD�레코딩 73 버전�3.0��

이상에는�
플러그인이�
필요�없음

CBKZ-SLMP를��
구입해야�합니다.

CBKZ-SLMP를��
구입해야�합니다.

HDR(High�Dynamic�
Range)

57 버전�4.0��
이상에는�
플러그인이�
필요�없음

- -

ISO/GAIN�설정�확장 147 - -
HFR(하이�프레임�레이트) 68 CBKZ-FS5HFR을�

구입해야�합니다.
구입이�필요하지�
않음(사전�설치됨)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및 펌웨어 버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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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체

괄호(���������)�안의�숫자는�참조�페이지입니다.

�액세서리�슈(콜드�슈�장착�상태)
장착에�대한�자세한�내용은�27페이지를�참조
하십시오.
 XLR�핸들(장착�상태)
장착에�대한�자세한�내용은�26페이지를�참조
하십시오.
�케이블�클램퍼
�줄자�후크(45페이지)
�LCD�화면�연결�단자(29페이지)
�숄더�스트랩�장착�지점
�이미지�센서�포지션�인덱스(45페이지)
�REMOTE�단자(31페이지)
�INPUT1(LINE/MIC/MIC+48V)��
스위치(83페이지)
�핸들�레코딩�버튼(40페이지)
HOLD�위치로�설정하면�핸들�레코딩�버튼이�
작동하지�않습니다.
�핸들�줌�레버(43페이지)
�멀티�인터페이스�슈(83페이지)

�내장�마이크(82페이지)
�마이크�홀더
�INPUT2(LINE/MIC/MIC+48V)�
스위치(83페이지)
�INPUT2�단자(82페이지)
�케이블�클램퍼
�케이블�클램퍼
�레코딩�표시등(전면)�(40페이지)
남은�메모리�카드�또는�배터리�용량이�적으면�
레코딩�표시등이�깜빡입니다.
�마운팅�인덱스�지점(23페이지)
�렌즈�접점

 참고

•�손으로�만지지�마십시오.
�WB�SET�버튼(56페이지)
�렌즈�잠금�핀
�렌즈�분리�버튼(23페이지)
�그립�장착�지점(31페이지)
�그립�분리�버튼(32페이지)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



7

�FULL�AUTO�버튼(102페이지)
�HOLD�스위치(113페이지)
�START/STOP�버튼(40페이지)
�ND�FILTER�다이얼(53페이지)
�PRESET/VARIABLE�스위치(53페이지)
�ASSIGN3/STATUS�버튼(123페이지)
�ND/IRIS�스위치(50,53페이지)�-�ND/IRIS�다이얼(53페이지)
�IRIS�-�PUSH�AUTO�버튼(50페이지)
�SHUTTER�버튼(51페이지)
�ISO/GAIN�버튼�-�L/M/H�스위치(51페이지)
�WHT�BAL�버튼�-�B/A/PRESET�스위치(55페이지)
�DISPLAY�버튼(122페이지)
�THUMBNAIL�버튼(119페이지)
�MENU�버튼�-�SEL/SET�다이얼(139페이지)
�SLOT�SEL�버튼(39페이지)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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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STANDBY)�스위치(33페이지)
 숄더�스트랩�장착�지점
 레코딩�표시등(후면)�(40페이지)
남은�메모리�카드�또는�배터리�용량이�적으면�
레코딩�표시등이�깜빡입니다.
 리모트�컨트롤�센서
EASSIGN1/S&Q�버튼(63페이지)
 ASSIGN2/P�PROFILE�버튼(103페이지)
 AUTO/MAN(CH-1)�스위치(84페이지)
 AUDIO�LEVEL(CH-1)�다이얼(84페이지)
 AUDIO�LEVEL(CH-2)�다이얼(84페이지)
 AUTO/MAN(CH-2)�스위치(84페이지)
 FOCUS(AUTO/MAN)�스위치�-�
PUSH�AUTO�버튼(45페이지)
 (헤드폰)�단자

 DC�IN�단자
 트라이포드�연결부(1/4인치,�3/8인치)
1/4-20UNC�및�3/8-16UNC�나사를�지원합니다.
트라이포드(별매,�나사�길이가�5.5mm�미만
이어야�함)�장착용
트라이포드�규격에�따라�트라이포드를�일부�
방향으로�장착하지�못할�수�있습니다.
�액세서리�마운팅�나사�구멍(1/4인치)
구멍�위치는�핸들에�3개,�상단�패널에�8개�있
습니다.
1/4-20UNC�나사용(6.5�mm�미만)

 참고

6.5mm보다�긴�나사를�사용하면�외부�부품이�
손상될�수�있습니다.

상단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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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옵터�조정�다이얼(35페이지)
 뷰파인더(35페이지)
 아이�센서
 BATT�RELEASE�버튼(21페이지)
 메모리�카드�슬롯�B(39페이지)
 메모리�카드�액세스�표시등(3페이지)
메모리�카드�슬롯�A(39페이지)
 메모리�카드�액세스�표시등(3페이지)
 멀티/마이크로�USB�단자(124페이지)
 배터리�팩(21페이지)
 SDI�OUT�단자(124페이지)
 HDMI�OUT�단자(124페이지)
 유선�LAN�포트(96페이지)
 INPUT1�단자(82페이지)

 팁

•�핸들에�GPS�마크가�표시되어�있기는�하지만,�
GPS는�차후�펌웨어�업데이트업데이트를�통해�
지원�예정입니다.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계속)



10

 LCD 화면

괄호(����)�안의�숫자는�참조�페이지입니다.

LCD�화면�장착에�대한�자세한�내용은�29페이지
를�참조하십시오.

 LCD�ON/OFF�스위치(34페이지)
 MIRROR�스위치(114페이지)
 LCD�화면�장착�클램프

 렌즈(PXW-FS5M2K만 해당)

자세한�내용은�렌즈와�함께�제공되는�사용�설명
서를�참조하십시오.

 그립

괄호(����)�안의�숫자는�참조�페이지입니다.

그립�장착에�대한�자세한�내용은�31페이지를�참
조하십시오.

 그립�줌�레버(43페이지)
 ASSIGN4/FOCUS�MAG�버튼(46페이지)
 ASSIGN�다이얼(85페이지)
 ASSIGN6�버튼(85페이지)
 그립�회전�레버(36페이지)
 START/STOP�버튼(40페이지)
 멀티�셀렉터(61페이지)
 ASSIGN5/Fn�버튼(6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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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벨트�장착�지점
그립�벨트는�구매�시�장착합니다.

 무선 리모트 커맨더

괄호(����)�안의�숫자는�참조�페이지입니다.

무선�리모트�커맨더를�사용하기�전에�절연�종이
를�빼십시오.

 DATA�CODE�버튼(122페이지)
 TC�RESET�버튼(112페이지)
 SCAN/SLOW�버튼(119페이지)
 (PREV/NEXT)�버튼(119페이지)
 PLAY�버튼(119페이지)
 STOP�버튼(119페이지)
 DISPLAY�버튼(122페이지)
 트랜스미터
 START/STOP�버튼(40페이지)
 줌�버튼(43페이지)
 PAUSE�버튼(119페이지)

�MODE�버튼(119페이지)
 / / / /ENTER�버튼

 참고

•�무선�리모트�커맨더를�리모트�센서를�향하게�
한�상태에서�캠코더를�조작하십시오.
•�리모트�커맨더�센서가�직사광선이나�천장등과�
같은�강한�광선을�향하지�않게�하십시오.�무선�
리모트�커맨더가�제대로�작동하지�않을�수�있
습니다.
•�캠코더에�기본�제공된�무선�리모트�커맨더를�
조작할�때�다른�영상�장비가�작동할�수도�있습
니다.
이�경우�영상�장비에�DVD2�이외의�명령�모드를�
선택하거나�영상�장비의�센서를�검정색�종이로�
덮으십시오.

무선 리모트 커맨더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①��탭을�누른�상태에서�홈에�손가락을�걸고�배터
리�케이스를�당겨서�꺼냅니다.
②�새�배터리를�+�쪽이�위로�향하도록�넣습니다.
③��배터리함을�딸깍�소리가�날�때까지�무선�리모
트�커맨더에�끼웁니다.

경고

배터리를�잘못�취급할�경우�폭발할�수�있습니
다.�배터리를�재충전�또는�분해하거나�불�속에�
버리지�마십시오.

•�리튬�배터리가�약해지면�무선�리모트�커맨더
의�작동�거리가�짧아지거나�무선�리모트�커맨
더가�올바르게�작동하지�않습니다.�
이�경우�배터리를�소니�CR2025�리튬�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다른�종류의�배터리를�사용하
면�화재나�폭발의�위험이�있습니다.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계속)

절연 종이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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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안의�숫자는�참조�페이지입니다.

왼쪽 위

표시 의미

�100% 남은�배터리량

REC�FORMAT(48페이지)

SIMUL/RELAY�REC�
(41,�42페이지)

Zxx
광학�줌(BAR)�(160페이지)
광학�줌(NUMBER)
클리어�이미지�줌(150페이지)
PROXY�REC�MODE�[ON]��
(49페이지)

중앙

표시 의미

메모리�카드(38페이지)
REC�STBY 레코딩�상태(40페이지)
� 경고(176페이지)

플레이백�표시(119페이지)
처리�중

릴레이�레코딩(41페이지)

SDI/HDMI�REC�
CONTROL(155페이지)

오른쪽 위

표시 의미

0min 예상�레코딩�가능�시간�
(178페이지)

� 레코딩/플레이백�미디어�
(38페이지)

00:00:00:00 타임코드(시:분:초:프레임)�
(162페이지)

하단

표시 의미

얼굴�감지�[ON]�(47페이지)
PEAKING(158페이지)
ZEBRA(158페이지)
NFC�활성화(88페이지)
AIRPLANE�MODE�
(96페이지)
CENTER�SCAN(150페이지)
감마�표시�어시스트�
(111페이지)

감마�표시�어시스트(HLG�
사용�시)(58페이지)

��STEADYSHOT�
(151페이지)

-2.0EV AE�SHIFT(149페이지)
9�� 수동�포커스(44페이지)

픽쳐�프로파일(103페이지)
멀티�인터페이스�슈�비디오�
조명(151페이지)

�to ND�필터(53페이지)

F5.6 아이리스(50페이지)
ISO800 ISO�감도(51페이지)
9dB 게인(51페이지)
100�180° 셔터�속도(51페이지)

AVCHD�AUDIO�
FORMAT(155페이지)
자동�설정(50페이지)

화면 표시

왼쪽 위 오른쪽 위

하단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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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밸런스(55페이지)

HISTOGRAM(158페이지)

AUDIO�LEVEL�
DISPLAY(160페이지)
수동�볼륨�조정(84페이지)

 팁

•�표시가�다르게�보이거나�다른�위치에�나타날�
수�있습니다.

레코딩 중의 데이터 코드

AVCHD의�경우�레코딩�날짜,�시간�및�촬영�조건
이�자동으로�기록됩니다.
레코딩�중에는�표시되지�않습니다.
단� �(DISPLAY�SET)�→�[DATA�CODE](161페
이지)를�선택하고�표시할�데이터를�선택하거나,�
DATA�CODE�기능이�지정된�ASSIGN�버튼을�눌
러�데이터를�확인할�수�있습니다.

화면 표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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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확인 사항 ............................................................................................................... 2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및 펌웨어 버전 정보 ........................................................................... 5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  ...................................................................................................... 6

본체 .................................................................................................................... 6

LCD 화면 .......................................................................................................... 10

렌즈(PXW-FS5M2K만 해당) .............................................................................. 10

그립 .................................................................................................................. 10

무선 리모트 커맨더 ............................................................................................ 11

화면 표시 ......................................................................................................................... 12

 시작하기

1단계: 내용물 확인하기 .................................................................................................... 19

2단계: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 사용하기 ....................................................................... 21

3단계: 렌즈 장착하기 ........................................................................................................ 23

4단계: 핸들, 액세서리 슈, 마이크, LCD 화면, 그립 장착하기 .............................................. 26

5단계: 캠코더 켜기,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 33

6단계: LCD 화면 및 뷰파인더 조정하기 ............................................................................. 34

7단계: 그립 각도 조정하기 ................................................................................................ 36

8단계: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 ............................................................................................ 38

 레코딩

레코딩 .............................................................................................................................. 40

레코딩 ............................................................................................................... 40

메모리 카드에 연속 레코딩하기(릴레이 레코딩) .................................................. 41

메모리 카드 A와 B를 모두 사용하여 동영상 레코딩하기(동시 레코딩) .................. 42

START/STOP 버튼 및 핸들 레코딩 버튼 설정 변경하기 ...................................... 42

줌 조정하기 ....................................................................................................... 43

포커스 조정 ...................................................................................................................... 4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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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포커스/고정 포커스 일시적으로 사용하기(푸시 오토 포커스/포커스 고정)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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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조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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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감도/게인 조정하기 ..................................................................................... 51

셔터 속도 조정하기 ............................................................................................ 51

광량 조정하기(ND 필터) .................................................................................... 53

지브라 1/지브라 2 ............................................................................................. 54

색조 조정 ......................................................................................................................... 55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기 ..................................................................................... 55

블랙 밸런스 조정하기 ........................................................................................ 56

HDR(High Dynamic Range)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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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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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와�함께�다음�품목이�모두�들어�있는지�확
인하십시오.�어떠한�이유로든�누락된�물건이�있
다면�소니�대리점에�문의하십시오.�대괄호�안의�
숫자는�제공되는�품목의�개수입니다.

충전식 배터리 팩(BP-U30)

AC 어댑터/충전기(BC-U1A)(22페이지)

전원 코드(주 리드선) (22페이지)

무선 리모트 커맨더(RMT-845) (11페이지)

버튼형�리튬�배터리가�장착되어�있습니다.

대형 아이컵(36페이지)

액세서리 슈 키트(액세서리 슈,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 나사[4]) (27페이지)

XLR 핸들(26페이지)

LCD 화면(29페이지)

LCD 화면 보호 시트(29페이지)

USB케이블

그립(31페이지)

시작하기

1단계: 내용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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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 캡(캠코더에 장착됨) (23페이지)

핸들 커넥터 보호 캡(캠코더에 장착됨)

그립 장착 지점 덮개(캠코더에 장착됨)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캠코더 설명서” CD-

ROM

사용 설명서[2]

렌즈�및�렌즈�후드는�PXW-FS5M2K와�함께�제공
됩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제품을�PC에�연결하여�사용하는�경우�다음�웹�
사이트에서�필요한�제품�드라이버,�플러그인�및�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를�다운로드�하십시오.

소니�프로페셔널�제품�웹�사이트:
미국� http://pro.sony.com
캐나다� http://www.sonybiz.ca
중남미� http://sonypro-latin.com
유럽,�중동,�아프리카
� http://www.pro.sony.eu
일본� http://www.sonybsc.com
아시아�태평양� http://pro.sony-asia.com
대한민국� http://ps.sony.co.kr
중국� http://pro.sony.com.cn

레코딩�자료와�관련된�데이터가�여러�개의�파일�
및�폴더에�나뉘어�저장되었더라도�전용�애플리
케이션�소프트웨어를�사용하면�해당�데이터�및�
디렉터리�구조를�고려하지�않고도�클립을�쉽게�
취급할�수�있습니다.

1단계: 내용물 확인하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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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하
기

이�캠코더는�배터리�팩�또는�AC�어댑터를�사용
하여�작동할�수�있습니다.�안전을�위해�정품�소
니�배터리�팩�이외의�다른�전원을�사용하지�마십
시오.

리튬-이온 배터리 팩

BP-U30
BP-U60
BP-U60T
BP-U90

AC 어댑터/충전기

BC-U1A(기본�제공)
BC-U2A

 참고

•�배터리�팩을�직사광선�아래�또는�노출된�화염�
근처와�같이�뜨거운�장소에�두지�마십시오.
•�BC-U1/BC-U2�배터리�충전기는�캠코더의�외
부�전원으로�사용할�수�없습니다.
•�콘센트에서�캠코더에�전원을�공급하려면�기본�
제공된�AC�어댑터를�사용하십시오.

 배터리 팩 사용하기

1 배터리를 끼우고 제 자리로 밀어 넣습니다.

배터리 팩을 분리하려면

ON/STANDBY�스위치를�STANDBY( )�쪽으로�
설정합니다.
BATT�RELEASE�버튼을�누른�채로�배터리를�위
로�밀고�바깥으로�꺼냅니다.

배터리 팩에 대한 참고사항

•�배터리�팩을�충전하기�전에�항상�ON/STAND�
BY�스위치를�STANDBY( )�쪽으로�설정해야�
합니다.
•�다음과�같은�상태에서는�배터리�정보가�정확
히�표시되지�않습니다.
-� 배터리�팩을�올바르게�장착하지�않은�경우
-� 배터리�팩이�손상된�경우
-� 배터리�팩의�수명이�다한�경우

2단계: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 사용하기

BATT RELEASE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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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 사용하기(계속)

 전원 콘센트 사용하기

AC�어댑터를�사용하여�콘센트에서�캠코더에�전
원을�공급할�수�있습니다.�AC�어댑터를�사용하
는�동안에는�배터리�팩을�캠코더에�장착해도�충
전량이�소진되지�않습니다.

연결 예제: BC-U1A 연결 시

1 전원 코드를 AC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2 AC 어댑터를 캠코더의 DC IN 단자에 연결합

니다.

3 전원 코드를 콘센트(소켓)에 연결합니다.

4 BC-U1A에서 모드 선택 스위치를 DC OUT 

위치로 설정합니다.

 참고

•�AC�어댑터의�DC�플러그�또는�배터리�단자를�
금속성�물체로�단락시키지�마십시오.�오작동
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AC�어댑터를�연결해도�장착된�배터리�팩은�충
전되지�않습니다.

 배터리 팩 충전하기

배터리�팩은�BC-U1A�배터리�충전기를�사용하여�
충전할�수�있습니다.
충전에�대한�자세한�내용은�배터리�충전기�설명
서를�참조하십시오.

 참고

•�충전�표시등이�꺼져�있더라도�콘센트에�연결
되어�있는�한�배터리�충전기가�AC�전원과�차
단되지�않습니다.

DC IN 단자

DC 플러그

BC-U1A

전원 코드

(주 리드선)

콘센트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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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하
기

3단계: 렌즈 장착하기

이�설명서는�SELP18105G�렌즈를�장착하는�방법
을�설명합니다.
다른�렌즈�사용에�대한�설명은�렌즈와�함께�제공
되는�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캠코더�바디의�전면을�아래쪽으로�향하게�잡고�
캠코더�바디�내부에�먼지나�이물질이�들어가지�
않도록�먼지가�많은�장소로부터�멀리�떨어진�곳
에서�렌즈를�신속하게�교체하십시오.

1 캠코더 본체에서 바디 캡을 분리하고 렌즈에

서 후면 렌즈 캡을 제거합니다.

2 렌즈의 마운팅 인덱스(흰색)와 캠코더 본체가 

맞도록 하면서 렌즈를 장착합니다.  

렌즈를 캠코더 본체에 살짝 누르면서 렌즈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딸깍�소리가�나며�잠기면�렌즈가�장착된�것입
니다.

 참고

•�렌즈를�장착할�때�렌즈�분리�버튼을�누르지�마
십시오.
•�렌즈는�과도한�힘을�주지�않으면서�캠코더에�
수직으로�장착해야�합니다.�무리한�힘으로�렌
즈를�장착할�경우�렌즈�마운트�및�ND�필터가�
오작동하거나�손상될�수�있습니다.
•�사용하는�렌즈에�따라�렌즈를�장착했을�때�약
간의�렌즈�역행이�있을�수�있습니다.�이는�고
장이�아닙니다.
•�무거운�렌즈�또는�트라이포드에�장착된�렌즈
를�장착할�때는�필요에�따라�렌즈와�카메라에�
각각�별도의�트라이포드를�장착하여�균형을�
유지하십시오.
 팁

•�렌즈를�교체한�후�레코딩�전에�블랙�밸런스를�
조정하는�것이�좋습니다(56페이지).�블랙�밸
런스를�조정할�때에는�반드시�전면�렌즈�캡을�
장착하십시오.

 렌즈 분리하기

1 렌즈 분리 버튼을 끝까지 누른 상태에서 렌즈

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렌즈를�분리할�때는�렌즈와�캠코더�본체를�모
두�잡아야�합니다.

마운팅 인덱스(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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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렌즈 장착하기(계속)

2 후면 렌즈 캡을 렌즈에 다시 장착하고 바디 

캡을 캠코더 본체에 장착합니다.

바디�캡의�마크를�마운팅�인덱스에�맞추고�캡
을�시계�방향으로�돌립니다.

캡을�장착하기�전에�먼지를�제거하십시오.

 참고

•�렌즈를�교체할�때�먼지�또는�이물질이�마운트
의�유리면에�접착되면�촬영�조건에�따라�이미
지에�나타날�수�있습니다.�마운트의�유리면은�

먼지가�이미지�센서에�부착되는�것을�방지하는�
방진�코팅이�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먼지가�
많은�장소로부터�멀리�떨어진�곳에서�렌즈를�
신속하게�장착�또는�제거하는�것이�좋습니다.
•�캠코더�본체에서�렌즈�또는�바디�캡을�제거한�
상태로�두지�마십시오.

마운트의 유리면에 먼지 또는 이물질이 

접착된 경우

캠코더를�끄고�렌즈를�분리합니다.�블로어(별
매)를�사용하여�마운트의�유리면과�주변을�청소
한�다음�렌즈를�다시�장착합니다.

 참고

•�스프레이�블로어를�사용할�경우�캠코더�본체�
내부에�물방울이�스며들�수�있으므로�사용하
지�마십시오.
•�먼지가�캠코더에�다시�부착되지�않도록�캠코
더를�아래쪽을�향하도록�잡으십시오.
•�위�절차로�마운트의�유리면을�청소할�수�없으
면�소니�대리점�또는�현지의�공식�소니�서비스�
업체에�문의하십시오.

렌즈 분리 버튼

마크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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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하
기

 마운트 어댑터

마운트�어댑터(별매)를�사용하여�A�마운트�렌즈
(별매)를�캠코더에�장착할�수�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마운트�어댑터와�함께�제공되는�사용�설
명서를�참조하십시오.

사용�가능한�기능은�마운트�어댑터�유형에�따라�
다릅니다.

LA-EA1/LA-EA3

•�오토�포커스�기능은�지원되지�않습니다.
•�아이리스는�캠코더의�ND/IRIS�다이얼로�조정
할�수�있습니다.

LA-EA2/LA-EA4

기능

오토�포커스 연속
AF�시스템 위상�감지�AF
AF/MF�선택 SAM:�렌즈에서�전환�가능

SSM:�렌즈에서�또는�캠코더의�
FOCUS�스위치를�사용하여�전
환�가능
기타�렌즈:�캠코더의�FOCUS�
스위치로�전환�가능

LA-EA2/ LA-EA4 사용 시 조작 방법

•�오토�포커스로�동영상을�레코딩할�때는�조리
개가�F3.5로�설정됩니다.�F-스톱이�F3.5�이하
인�렌즈를�사용할�때는�조리개가�렌즈의�최대�
F-스톱으로�설정됩니다.�조리개�값을�직접�설
정하려면�매뉴얼�포커스를�선택하십시오.�레
코딩�중�조리개를�조정하면�노이즈가�발생하
거나�LCD�화면이�밝아질�수�있습니다.
•�동영상�모드에서는�아이리스가�자동으로�조정
되지�않습니다.
 참고

•�일부�렌즈는�사용하지�못하거나�기능이�제한
될�수�있습니다.�전용�웹�사이트를�확인하거나�
가까운�소니�공인�서비스�센터에서�호환�렌즈
에�대해�문의하십시오.
•�동영상�레코딩�중�렌즈�및�캠코더�작동음이�레
코딩될�수�있습니다.�이를�방지하려면�마이크�
없이�레코딩하거나�AUTO/MAN(CH-1)�스위
치�또는�AUTO/MAN(CH-2)�스위치를�“MAN”
으로�설정하고�AUDIO�LEVEL(CH-1,�CH-2)�
다이얼을�0으로�설정하십시오(82페이지).
•�사용하는�렌즈�또는�피사체에�따라�캠코더에
서�포커스를�맞추는�데�오래�걸리거나�어려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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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렌즈 장착하기(계속) 4단계: 핸들, 액세서리 슈, 
마이크, LCD 화면, 그립 장착하기

AF 영역 표시

마운트�어댑터와�함께�A�마운트�렌즈를�사용하
는�경우�포커스�프레임이�표시됩니다.
오토�포커스:�포커스가�맞춰진�영역의�프레임이�
녹색으로�바뀝니다.
매뉴얼�포커스:�포커스가�맞춰진�영역의�프레임
이�녹색으로�바뀝니다.�이를�이용하여�포커스를�
더�쉽게�맞출�수�있습니다.

LA-EA2/LA-EA4 사용 시

오토�포커스

매뉴얼�포커스

 참고

•�수퍼�슬로우�모션�레코딩�중에는�AF�영역이�
표시되지�않습니다.

 핸들 장착하기

1 핸들 커넥터 단자에서 보호 캡을 분리합니다.

2 나사와 커넥터가 캠코더와 잘 맞도록 하면서 

핸들을 제 위치에 놓습니다.

3 각 나사를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핸들

을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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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참고

•�사용하기�전에�핸들�장착�나사가�모두�단단히�
조여졌는지�확인하십시오.�나사를�단단히�조
이지�않고�제품을�사용하면�핸들이�분리되면
서�캠코더가�떨어질�수�있습니다.

핸들 분리하기

장착�절차의�반대�순서로�핸들을�분리합니다.

 참고

•�핸들이�분리된�상태로�캠코더를�사용할�때는�
커넥터�단자에�보호�캡을�장착하여�커넥터를�
보호하십시오.

 액세서리 슈 장착하기

1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

린 다음,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에 표시된 화

살표와 반대 방향으로 당겨서 액세서리 슈에

서 분리합니다.

2 액세서리 슈의 돌출부를 액세서리 슈 마운트

의 홈에 맞춘 다음, 나사 4개를 사용하여 마운

트에 고정합니다.

슈 플레이트

액세서리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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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핸들, 액세서리 슈, 마이크, LCD 화면, 그립 장착하기(계속)

3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의 끝 부분이 슈의 끝에 

맞물릴 때까지 플레이트 표면의 화살표 방향

으로 끼워 넣습니다.

액세서리 슈를 분리하려면

”액세서리�슈�장착하기”의�1단계에�설명된�것과�
같은�방법으로�슈�플레이트를�분리합니다.

 마이크(별매) 장착하기

마이크�홀더를�핸들에�장착합니다.

1 마이크 를 마이크 홀더 에 끼웁니다.

2 마이크 플러그를 INPUT1 또는 INPUT2단자

에 연결합니다.

3 마이크 케이블을 케이블 홀더 에 끼웁니다.

 팁

•�마이크를�견고하게�장착할�수�없다면�마이크
와�함께�제공되는�스페이서를�사용하십시오.
•�장착된�렌즈의�종류에�따라�마이크�끝부분이�
화면에�나올�수�있습니다.�그럴�경우�마이크의�
위치를�조정하십시오.

액세서리 슈

슈 플레이트



29

시
작
하
기

케이블을 외부 케이블 홀더에 끼웁니다.

 LCD 화면 장착하기

1 LCD 화면 장착 클램프를 핸들의 LCD 화면 

장착 지점에 끼웁니다.

2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클램프를 조입니

다.

장착�클램프는�45°�간격으로�고정할�수�있지
만,�클램프를�나사�바로�위에�장착하는�것을�
권장합니다.

3 그림에 나온 것처럼 기본 제공된 보호 시트를 

LCD 화면에 부착합니다.

 참고

•�보호�시트를�부착하기�전에�LCD�화면을�닦아�
얼룩이나�먼지를�제거하십시오.
 팁

•�LCD�화면에서�보호�시트를�떼어낼�때는�접착�
테이프를�사용하는�것이�도움이�됩니다.
•�작은�공기�방울은�밤새�놔두면�저절로�없어집
니다.

4 LCD 화면을 LCD 화면 장착 클램프에 장착합

니다.

나사

LCD 화면 장착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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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핸들, 액세서리 슈, 마이크, LCD 화면, 그립 장착하기(계속)

5 잠금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LCD 화면을 

고정합니다.

 참고

•�사용하기�전에�LCD�화면�노브를�단단히�조이
십시오.�노브를�단단히�조이지�않고�제품을�사
용하면�LCD�화면이�떨어질�수�있습니다.

6 캠코더의 “LCD▲” 마크를 LCD 화면 연결 단

자의 “▼” 마크에 맞추고 케이블을 끼웁니다.

케이블�방향을�검사하여�▼�마크가�바깥쪽을�
향하고�있는지�확인하고�케이블을�삽입합니
다.

케이블을 분리하려면

LCD�화면�연결�단자의�양쪽�면(▶�및�◀)을�동시
에�누르면서�커넥터를�분리합니다.

LCD 화면의 각도를 변경하려면

”6단계:�LCD�화면�및�뷰파인더�조정하기”(34페
이지)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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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화면을 핸들의 다른 위치에 장착하

려면

핸들�뒤쪽에도�LCD�화면�장착�지점이�있습니다
(2개�위치).�장착�절차는�“LCD�화면�장착하기”에�
설명된�것과�동일합니다.

LCD 화면 분리하기

장착�절차의�반대�순서로�LCD�화면을�분리합니
다.

 그립 장착하기

1 그립 장착부 덮개를 분리합니다.

2 케이블을 REMOTE 단자에 연결합니다.

3 그립 마운팅 인덱스를 캠코더의 장착 지점 인

덱스에 맞추고 그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천

천히 돌립니다.

딸깍�소리가�나며�잠기면�그립이�장착된�것입니
다.

 참고

•�그립이�올바르게�장착되지�않으면�과도한�힘
을�사용하지�않도록�주의하면서�다시�그립을�
장착해보십시오.

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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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핸들, 액세서리 슈, 마이크, LCD 화면, 그립 장착하기(계속)

4 2단계에서 연결한 케이블을 그림에 나온 것

처럼 그립 측면의 홈에 집어 넣습니다.

 참고

•�케이블을�홈에�집어넣지�않으면�그립의�장착�
각도를�변경할�때�케이블에�과도한�힘이�가해
지거나�케이블이�회전�메커니즘에�걸릴�수�있
습니다.

 그립 분리하기

1 케이블을 REMOTE 커넥터에서 분리합니다.

2 캠코더의 그립 분리 버튼을 누른 채로 그립을 

분리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참고

•�그립을�분리할�때는�항상�캠코더를�책상이나�
다른�수평면�위에�올려�놓으십시오.
 팁

•�캠코더의�그립�장착�지점과�그립의�장착�지점
에�로제트를�장착할�수�있습니다.
로제트�마운트�구성부품은�소니�대리점�또는�
서비스�센터에서�구입할�수�있습니다.
-� 캠코더�쪽:�4-546-932(별매)
-� 그립�쪽:�4-547-089(별매)
-� 장착�나사:�7-627-556(별매)*
���*��4개의�나사/로제트가�필요합니다.� (나사�
구멍은�아래�그림에�○로�표시되어�있습니
다)

���������������������������������������

그립 분리 버튼

캠코더 쪽

그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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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캠코더 켜기,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캠코더 켜기

ON/STANDBY 스위치를 ON(I) 쪽으로 설정합

니다.

캠코더를�처음으로�사용하는�경우라면�[CLOCK�
SET]�화면이�나타납니다.

전원을 끄려면

ON/STANDBY�스위치를�STANDBY( )�쪽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LCD�화면에�메시지가�나타나면�지시를�따르
십시오.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캠코더를�처음�사용할�때�날짜와�시간을�설정해
야�합니다.

 팁

•�캠코더를�약�2개월�동안�사용하지�않으면�내
장된�충전식�배터리가�방전되어�메모리에서�
날짜와�시간이�삭제될�수�있습니다.�이�경우�
충전식�배터리를�충전한�다음,�날짜와�시간을�
다시�설정하십시오(189페이지).

날짜와�시간을�다시�설정하려면�MENU�버튼을�
누른�다음� �(SYSTEM)�→�[CLOCK�SET]을�선
택합니다.

1 SEL/SET 다이얼을 돌려 지역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을 돌려 [SUMMERTIME], 

[Y](년), [M](월), [D](일), 시간, 분을 설정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시계가�작동하기�시작합니다.
•�시간을�1시간�빠르게�설정하려면�[SUMMER�
TIME]을�[ON]으로�설정합니다.

MENU 버튼

SEL/SET 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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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캠코더 켜기,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계속)

6단계: LCD 화면 및 뷰파인더 조
정하기

•�연도는�2037년까지�설정할�수�있습니다.
•�자정은�12:00�AM으로�표시되며�정오는�12:00�
PM으로�표시됩니다.

 팁

•�날짜와�시간은�선택한�메모리�카드에�자동으
로�기록되며�플레이백�도중에�표시될�수�있습
니다(161페이지).

 언어 설정 변경하기

화면�표시를�특정�언어로�변경할�수�있습니다.
MENU�버튼을�누르고�SEL/SET�다이얼로� �
(SYSTEM)를�선택합니다.�[LANGUAGE](165페
이지)에서�화면�언어를�선택합니다.

 [60i/50i SEL] 설정하기

캠코더를�사용할�지역에�따라�미리�[60i/50i�SEL]
을�선택하십시오.

설정을�변경하려면�MENU�버튼을�누르고�
SEL/SET�다이얼을�사용하여� � (SYSTEM)�
→[60i/50i�SEL]을�선택합니다(166페이지).

 LCD 화면과 뷰파인더 전환하기

다음�설정을�사용하여�LCD�화면과�뷰파인더�중
에서�어느�것을�사용할�것인지�선택할�수�있습니
다.

LCD 화면만 사용하려면

LCD 화면 LCD 화면 
"LCD ON/OFF" 
스위치

[VF/LCD 
PANEL] 메뉴 
설정

연결 ON LCD�PANEL

*161페이지�참조.

LCD 화면과 뷰파인더를 자동으로 전환

하려면

LCD 화면 LCD 화면 
"LCD ON/OFF" 
스위치

[VF/LCD 
PANEL] 메뉴 
설정

연결 ON AUTO

이�설정을�사용하면�뷰파인더�측면에�있는�아이�
센서(9페이지)에�눈을�가까이�댈�때마다�자동으
로�디스플레이가�뷰파인더로�전환됩니다.
뷰파인더에서�눈을�멀리�떼면�디스플레이가�
LCD�화면으로�전환됩니다.

 참고

•�[VF/LCD� PANEL]의�기본�설정은� [LCD�
PANEL]입니다.
•�LCD�화면과�뷰파인더를�동시에�사용할�수는�
없습니다.

 팁

•�아이�센서는�꼭�뷰파인더에�눈을�대지�않아도�
가려지면�반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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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만 사용하려면

LCD 화면 LCD 화면 "LCD 
ON/OFF" 스위
치

[VF/LCD 
PANEL] 메뉴 설
정

연결 OFF –
연결하지�
않음

– –

 LCD 화면 조정하기

LCD�화면은�위,�아래,�앞,�뒤로�돌려�어느�각도
로나�편하게�볼�수�있습니다.
LCD�화면의�표시�방향은�MIRROR�스위치(114
페이지)를�사용하여�제어할�수�있습니다.

 팁

•�LCD�화면을�보호하려면�캠코더를�사용하지�
않거나�이동�중에�LCD�화면을�닫아야�합니다.

 뷰파인더 조정하기

뷰파인더 각도를 조정하려면

촬영�스타일에�맞게�뷰파인더의�각도를�조정할�
수�있습니다.

뷰파인더 디스플레이의 포커스를 조정하

려면

디옵터 조정 다이얼

이미지가�선명해질�때까지�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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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LCD 화면 및 뷰파인더 조
정하기(계속)

7단계: 그립 각도 조정하기

뷰파인더의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밝은�환경에서�뷰파인더의�영상이�선명하게�보
이지�않으면�제공된�대형�아이컵을�사용하십시
오.�대형�아이컵을�장착하려면�아이컵을�약간�늘
려서�캠코더에�장착된�아이컵�홈에�맞춥니다.�대
형�아이컵은�오른쪽�또는�왼쪽을�향하도록�장착
할�수�있습니다.

 참고

•�캠코더에�장착되어�있는�아이컵을�분리하지�
마십시오.

촬영�스타일에�맞게�그립의�각도를�조정할�수�있
습니다.

렌즈 쪽으로 회전(최대 회전 상태)

뒤쪽으로 회전(최대 회전 상태)

대형 아이컵

(기본 제공)

정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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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립 회전 레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하고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그립을 돌립니다.

2 그립이 원하는 위치에 가까이 오면 그립 회전 

레버를 놓습니다.

3 딸깍 소리가 나며 잠길 때까지 그립을 조금 

움직입니다.

그립이�잠기면�그립�회전�레버를�다시�원래�
위치로�되돌립니다.

 참고

•�이동을�완료한�후에�항상�그립이�제�위치에�잠
겨�있는지�확인하십시오.
•�조정�범위를�넘어서�각도를�조정할�수는�없습
니다.�강제로�그립을�돌리려고�하지�마십시오.

 그립 잡기(권장 방식)

아래에�그립을�잡고�조작하는�권장�방식이�나와�
있습니다.

ASSIGN5/FN 버튼 및 멀티 셀렉터 사용

�검지로�ASSIGN�다이얼을�조작합니다.
��엄지로�멀티�셀렉터와�ASSIGN5�버튼을�조작
합니다.
��중지,�약지,�새끼손가락으로�그립을�단단히�
잡습니다.

줌 인/아웃

�검지와�중지로�줌�레버를�조작합니다.
�엄지로�그립을�단단히�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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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그립 각도 조정하기(계속) 8단계: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

��약지와�새끼손가락으로�그립을�단단히�잡습
니다.

지원 메모리 카드

파일 포맷 지원 메모리 카드

AVCHD SD,�SDHC,�SDXC�메모리�
카드(Class�4�또는�U1�이
상)�Memory�Stick�PRO�
Duo(Mark2),�Memory�Stick�
PRO-HG�Duo

AVCHD(슬로우�
앤�퀵�모션,�수퍼�
슬로우�모션)

SDHC,�SDXC�메모리�카드
(Class�10�또는�U1�이상)
Memory�Stick�PRO-HG�Duo

XAVC�HD SDXC�메모리�카드(Class�10�
또는�U1�이상)

XAVC�HD(슬로
우�앤�퀵�모션,�수
퍼�슬로우�모션)

SDXC�메모리�카드(U3)

XAVC�QFHD SDXC�메모리�카드(Class�10�
또는�U1�이상)*1

XAVC�QFHD(슬
로우�앤�퀵�모션)

SDXC�메모리�카드(U3)

XAVC�HD/프록
시�동시�레코딩

SDXC�메모리�카드(Class�10�
또는�U1�이상)*2

XAVC�QFHD/프
록시�동시�레코딩

SDXC�메모리�카드(U3)

*1��100Mbps로�레코딩하려면�SDXC�UHS�속도�
클래스(U3)가�필요합니다.
*2��동시�XAVC�HD(50Mbps)�레코딩과�프록시�
레코딩(9Mbps)에는�SDXC�메모리�카드(U3)
가�필요합니다.

 참고

•일부�메모리�카드는�작동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캠코더에는�표준�“Memory�Stick”�미디어의�
절반�크기인�“Memory�Stick�PRO�Duo”�미디
어�또는�“Memory�Stick�PRO-HG�Duo”�미디
어나�표준�크기의�SD�카드만�사용할�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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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의�레코딩�시간에�대해서는�178페
이지를�참조하십시오.
•�SDXC�메모리�카드에�레코딩한�동영상은�
SDXC�메모리�카드에�사용되는�exFAT�파일�
시스템을�지원하지�않는�A/V�제품�또는�컴퓨
터를�USB�케이블로�연결하여�가져오거나�플
레이백할�수�없습니다.�먼저�연결하려는�장비
가�exFAT�파일�시스템을�지원하는지�확인하
십시오.�exFAT�파일�시스템을�지원하지�않는�
제품을�연결한�후�포맷�화면이�나타날�때�포맷
을�수행하지�마십시오.�레코딩된�모든�데이터
가�삭제됩니다.

덮개를 열고 메모리 카드의 비스듬한 모서리를 

그림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하십시오.

•�메모리�카드를�슬롯에�잘못된�방향으로�삽입
하면�메모리�카드,�메모리�카드�슬롯�또는�이
미지�데이터가�손상될�수�있습니다.
•�메모리�카드�슬롯�A에는�“Memory�Stick�PRO�
Duo”�미디어,�“Memory�Stick�PROHG�Duo”�
미디어�또는�SD�카드를�삽입할�수�있습니다.�

메모리�카드�슬롯�B에는�SD�카드만�삽입할�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내려면

메모리�카드를�가볍게�한�번�누릅니다.
 참고

•�[The�image�database�file� is�corrupted.�The�
media�must�be�restored�to�use�again.]이�나
타나는�경우�메모리�카드를�포맷�하십시오
(136페이지).
•�메모리�카드를�삽입하거나�배출할�때�메모리�카
드가�튀어나와�떨어지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레코딩에 사용할 메모리 카드 슬롯 선택하기

SLOT�SEL�버튼을�누르면�레코딩용으로�선택한�
슬롯을�변경할�수�있습니다.�화면에서�선택한�슬
롯을�확인할�수�있습니다.

 참고

•�메모리�카드가�들어�있는�슬롯만�선택할�수�있
습니다.
•�메모리�카드에�동영상이�레코딩되는�동안에는�
SLOT�SEL�버튼을�눌러�슬롯을�전환할�수�없습
니다.
 팁

•�하나의�슬롯에만�메모리�카드가�들어�있는�경
우�메모리�카드가�있는�슬롯이�자동으로�선택
됩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 B

비스듬한 모서리의 방향에 주의하십시오.

메모리 카드 슬롯 A

SLOT SEL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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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레코딩

 레코딩

이 캠코더는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을 레코딩합니다. 동영상을 레코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ON/STANDBY	스위치 를	ON(I)	쪽으로	설정합니다.

2	레코딩을	시작하려면	레코딩	버튼 을	누릅니다.

(이후 설명에서 “레코딩 버튼”이란 핸들 레코딩 버튼, 캠코더의 START/STOP 버튼, 그립의 
START/STOP 버튼을 통칭하여 가리킵니다.)

                                                                      [STBY] → [REC]
레코딩 중에는 레코딩 표시등 이 켜집니다.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레코딩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참고

• 레코딩 시간은 1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AVCHD 포맷으로 레코딩하는 중에 동영상 파일 크기가 2GB를 초과하면 파일이 자동으로 나뉘어

지고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 ) 쪽으로 밀면 메뉴 설정, 픽쳐 프로파일 설정, FULL AUTO 

버튼으로 지정한 설정이 캠코더에 저장됩니다. 설정이 저장되는 동안에는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
시등이 켜집니다. 전원을 끄기 전에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를 분리하면 설정이 이전 설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41

레
코
딩

 팁

• 레코딩 중의 화면 표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레코딩 중 LCD 화면에 나타나는 표시등은 12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레코딩 표시등을 계속 꺼둘 수 있습니다([REC LAMP[F]], [REC LAMP[R]], 166페이지).

 메모리 카드에 연속 레코딩하기(릴레이 레코딩)

메모리 카드를 A, B 두 슬롯에 각각 삽입하면 캠코더가 다른 슬롯의 메모리 카드 용량이 가득 차기 
바로 전에 메모리 카드 A(또는 B)로 전환하고 자동으로 다음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을 계속합니다.
레코딩 전에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REC/OUT SET) → [REC SET] → [SIMUL/RELAY REC] → [RELAY REC]을 선택합니다.

         

 참고

• 다음 기능을 사용할 때는 릴레이 레코딩(Relay Rec)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슬로우 & 퀵 모션
- 수퍼 슬로우 모션
- 스트리밍

• 현재 레코딩에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지 마십시오. 레코딩 중에 메모리 카드를 교체할 
때는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등이 꺼져 있는 슬롯의 메모리 카드만 교체하십시오.

• 동영상을 레코딩하는 동안에는 SLOT SEL 버튼을 눌러도 현재 사용 중인 슬롯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중인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 가능 시간이 1분 미만이고 다른 슬롯에 레코딩 가능한 메모리 카

드가 삽입되어 있으면 캠코더 화면에 [ ] 또는 [ ]가 나타납니다. 메모리 카드가 전
환되면 표시등이 꺼집니다.

• 레코딩 가능 시간이 1분 미만인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을 시작하면 캠코더에서 릴레이 레코딩이 실
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 없이 릴레이 레코딩을 하려면 레코딩을 시작할 때 메모리 카드
의 레코딩 가능 시간이 1분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캠코더에서는 릴레이 레코딩된 동영상을 끊김 없이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Catalyst Browse”를 사용하여 릴레이 레코딩된 동영상을 다시 결합할 

수 있습니다.
• XAVC 및 AVCHD 모두 릴레이 레코딩의 최대 레코딩 시간은 약 13시간입니다. 최대 레코딩 시간

이 경과되면 레코딩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레코딩 가능한 메모리 카드 교체

적은 공간

적은 공간
REC: 레코딩

레코딩 시작 레코딩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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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계속)

 메모리 카드 A와 B를 모두 사용하여 동영상 레코딩하기(동시 레코딩)

메모리 카드 A와 메모리 카드 B를 모두 사용하여 동시에 동영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전에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REC/OUT SET) → [REC SET] → [SIMUL/RELAY REC] → [SIMULTANEOUS REC]을 선택합니다.

 참고

• 다음 기능을 사용할 때는 동시 레코딩(Simul Rec)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슬로우 & 퀵 모션
- 수퍼 슬로우 모션
- 스트리밍

 START/STOP 버튼 및 핸들 레코딩 버튼 설정 변경하기

SIMULTANEOUS REC를 사용할 때는 START/STOP 버튼(캠코더 및 그립) 및 핸들 레코딩 버튼을 사
용하여 다른 메모리 카드에서 레코딩을 시작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레코딩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동영상이 메모리 카드 A와 B에 동시에 레코딩되도
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REC BUTTON(캠코더와 그립의 START/STOP 버튼): , 
• HANDLE REC BUTTON: , 

설정을 변경하려면

(REC/OUT SET) → [REC SET] → [REC BUTTON SETTING]을 선택합니다..
REC	BUTTON	SETTING	설정 버튼	및	메모리	카드

REC BUTTON: , 
HANDLE REC BUTTON: , 

두 레코딩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메모리 카드 A와 B에서 
동시에 레코딩이 시작 및 정지됩니다.

REC BUTTON: 
HANDLE REC BUTTON: 

START/STOP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카드 A에서, 핸들 레
코딩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카드 B에서 레코딩이 시작 및 
정지됩니다.

REC BUTTON: 
HANDLE REC BUTTON: 

START/STOP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카드 B에서, 핸들 레
코딩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카드 A에서 레코딩이 시작 및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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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조정하기

 줌 유형 선택하기

1	MENU	버튼[D]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 로	 (CAMERA/PAINT)	

→	[ZOOM	SET]	→	[ZOOM	TYPE]	→	줌	유

형을	선택합니다.

줌 유형은 장착된 렌즈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장착된	렌즈

[ZOOM	TYPE]	설정

OPTICAL	
ZOOM	ONLY

ON	[CLEAR	
IMAGE	
ZOOM]

고정 초점 렌즈 / 
줌 렌즈

줌 레버를 사
용한 줌 작동
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클리어 이미지 
줌이 지원됩니
다.

파워 줌 렌즈 광학 줌만 작
동

광학 줌과 클
리어 이미지 
줌이 지원됩니
다.

 팁

• CLEAR IMAGE ZOOM은 화질이 거의 또는 
전혀 저하되지 않는 줌 기능입니다.

 줌 레버로 줌 조정하기

핸들 줌 레버  또는 그립 줌 레버 를 살짝 누
르면 천천히 주밍되며, 세게 누르면 더 빨리 주
밍됩니다.

 팁

• 손가락을 파워 줌 레버에 대고 있어야 합니다. 
파워 줌 레버에서 손가락을 떼면 파워 줌 레버
의 작동음이 함께 레코딩될 수 있습니다.

• 핸들 줌 레버 기능([HANDLE ZOOM], 150페
이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줌 표시를 막대 표시와 숫자 표시 사이에서 전
환할 수 있습니다([ZOOM DISPLAY], 160페
이지).

넓은 시야: 광각 가까운 시야: 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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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계속) 포커스 조정

 줌 링으로 줌 조정하기

줌 링 을 돌려 원하는 속도로 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밀 조정도 가능합니다.

 참고

• 줌 링 은 적당한 속도로 돌리십시오. 너무 
빠르게 돌릴 경우 줌 속도가 줌 링 회전 속도
보다 느려지거나 줌 작동음이 레코딩될 수 있
습니다.

줌 링을 좌우로 돌려 이미지 안의 피사체 크기를 
결정합니다.
포커스를 조정하기 전에 줌을 조정해야 합니다.
파워 줌 렌즈를 사용할 때는 렌즈의 줌 레버로도 
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용 가능한 조작 및 조작 방법은 장착된 렌즈
에 따라 달라집니다. 렌즈와 함께 제공되는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줌을 조정할 때 나오는 렌즈 실린더를 손으로 
잡거나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렌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손가락을 줌 레버에 대고 있어야 합니다. 줌 
레버에서 손가락을 떼면 줌 레버의 작동음이 
함께 레코딩될 수 있습니다.

레코딩 조건에 따라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빗방울이 맺힌 창 뒤쪽의 피사체를 촬영하
는 경우

- 가로 줄무늬를 촬영하는 경우
- 배경과 명암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피사체

를 촬영하는 경우
- 배경에 있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경우

- 트라이포드를 사용하여 정적인 피사체를 촬
영하려는 경우

1	레코딩	또는	대기	중에	FOCUS(AUTO/MAN)	
스위치 를	“MAN”으로	설정합니다.

 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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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커스	링을	돌려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는 포커스를 더 이상 멀리 조정할 수 없을 
때 로 바뀌며, 포커스를 더 이상 가깝게  조정
할 수 없을 때는 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FOCUS (AUTO/MAN) 스위치 를 “AUTO”로 
설정합니다.

 가 사라지고 오토 포커스 조정이 복원됩니
다.

 팁

• 다이렉트 메뉴(61페이지)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ASSIGN 다이얼에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 다음과 같은 경우 포커스 거리 정보(어둡고 포
커스를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3초 동안 나
타납니다.
- FOCUS(AUTO/MAN) 스위치 를 “MAN”

으로 설정하고 LCD 화면에 가 나타난 
경우

- LCD 화면에 가 표시되어 있을 때 포커
스 링을 돌리는 경우

• 포커스 거리 정보를 미터와 피트 사이에서 전
환할 수 있습니다([FOCUS DISPLAY], 160페
이지).

레코딩 거리 정확하게 측정하기

이미지 센서 포지션 마크

이미지 센서 포지션 마크와 줄자 후크는 이미지 
센서와 같은 평면에 위치합니다. 캠코더와 피사
체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이 마크 
또는 줄자 후크를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줄자의 끝을 후크에 부착하고 피사체까지 거리
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용하는 렌즈의 최소 포커스 거리보다 렌즈
에 가까운 피사체에는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
다. 피사체에 너무 가깝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오토 포커스/고정 포커스 일시적으로  
사용하기(푸시 오토 포커스/포커스 고정)

푸시 오토 포커스를 사용하려면

FOCUS(AUTO/MAN) 스위치 를 “MAN”으로 
설정한 다음 PUSH AUTO 버튼 을 누르고 있
습니다.
이미지가 오토 포커스로 촬영됩니다.
촬영하려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설정이 매뉴얼 포커스로 돌아갑니다.

줄자 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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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조정(계속)

포커스 고정을 사용하려면

FOCUS(AUTO/MAN) 스위치 를 “AUTO”로 
설정한 다음 PUSH AUTO 버튼 을 누르고 있
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시작할 때 고정된 포커스로 이미
지가 촬영됩니다. 촬영하려면 버튼을 누르고 있
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설정이 오토 포커스
로 돌아갑니다.

 참고

• 렌즈에 캠코더와 동일한 기능의 버튼이 있는 
경우 렌즈의 해당 기능은 캠코더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캠코더에 포커스 고정
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렌즈의 버튼도 포커스 
고정으로 작동합니다.

 포커스 확대 사용하기

LCD 화면의 선택 영역이 확대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포커스를 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립의	FOCUS	MAG	버튼 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이 바뀝니다.

그립의 멀티 셀렉터  또는 캠코더의 SEL/SET 
다이얼을 사용하여 확대 표시 위치를 바꿀 수 있
습니다.
멀티 셀렉터  또는 SEL/SET 다이얼을 누르면 
확대 표시 위치가 중앙으로 설정됩니다.

 참고

• 이미지가 LCD 화면에 확대되어 나타나더라도 
레코딩되는 이미지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 [FOCUS MAG RATIO](159페이지)를 사용하
여 확대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표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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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된 얼굴에 포커스 맞추기(얼굴 감지)

캠코더에서 얼굴을 감지하고 그 중 하나에 포
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기본 설정은 [OFF]). 
FOCUS(AUTO/MAN) 스위치 를 “AUTO”로 
설정한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C]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 로	 	 (CAMERA/

PAINT)	→	[FACE	DETECTION]	→	[ON]을	

선택합니다.

얼굴이 감지됩니다.
얼굴이 감지되면 LCD 화면에 프레임이 나타
납니다.

3	선택	커서(주황색	프레임)를	이동하고,	SEL/
SET	다이얼 로	주인공	얼굴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선택 커서(주황색 프레임)

주인공 얼굴의 프레임이 굵은 프레임으로 바
뀝니다.

얼굴	감지를	취소하려면

SEL/SET 다이얼 을 사용하여 선택 커서(주황
색 프레임)를 주인공 얼굴의 프레임(굵은 프레
임)으로 이동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참고

• 레코딩 환경, 피사체 상태 또는 설정에 따라 
얼굴이 감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레코딩 환경에서는 올바른 효과를 얻
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CE DETEC 
TION]을 [OFF]로 설정하십시오.

• [FACE DETECTION]을 [ON]으로 설정하면 셔
터 속도 등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셔터 속도 등
을 조정하려면 FOCUS(AUTO/MAN) 스위치
[C]를 “MAN”으로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FACE 
DETECTION]을 [OFF]로 설정하십시오.

• 클리어 이미지 줌을 사용할 때는 얼굴 감지 기
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다른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 얼굴을 쉽게 감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
서 레코딩하십시오.
- 적당히 밝은 장소에서 레코딩합니다.
- 얼굴을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가리

지 않습니다.
- 카메라 정면을 봅니다.

주인공 얼굴 프레임(굵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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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설정/이미지 크기 변경

 파일 포맷 및 레코딩 포맷 선택하기

[FILE FORMAT]에서 파일 포맷을, [REC 
FORMAT]에서 레코딩 포맷(비트 레이트, 이미
지 크기, 프레임 레이트, 주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의 파일 포맷으로는 XAVC QFHD, XAVC 
HD 또는 AVCHD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RAW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0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딩 환경 또는 플레이백 장치에 따라 화질을 
변경하십시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REC/OUT	SET)	→	
[REC	SET]	→	[FILE	FORMAT]	→	원하는	포

맷을	선택합니다.

3	SEL/SET	다이얼로	 	(REC/OUT	SET)	→	
[REC	SET]	→	[REC	FORMAT]	→	원하는	포

맷을	선택합니다.

XAVC	QFHD(4K	모드)

60i 50i

2160/30p 100Mbps 2160/25p 100Mbps
2160/30p 60Mbps 2160/25p 60Mbps
2160/24p 100Mbps –
2160/24p 60Mbps –

• 이미지 크기: 2160(3840×2160)
• 프레임 레이트: 30/25/24
• 주사 방식: p(프로그레시브)
• 비트 레이트: 100Mbps/60Mbps

XAVC HD

60i 50i

1080/60p 50Mbps 1080/50p 50Mbps
1080/60p 35Mbps 1080/50p 35Mbps
1080/60i 50Mbps 1080/50i 50Mbps
1080/60i 35Mbps 1080/50i 35Mbps
1080/60i 25Mbps 1080/50i 25Mbps
1080/30p 50Mbps 1080/25p 50Mbps
1080/30p 35Mbps 1080/25p 35Mbps
1080/24p 50Mbps –
1080/24p 35Mbps –
720/60p 50Mbps 720/50p 50Mbps

• 이미지 크기: 1080(1920×1080) /  
720(1280×720)

• 프레임 레이트: 60/50/30/25/24
• 주사 방식: p(프로그레시브) / i(인터레이스)
• 비트 레이트: 50Mbps/35Mbps/25 Mbps

AVCHD

60i 50i

1080/60p PS 1080/50p PS
1080/60i FX 1080/50i FX
1080/60i FH 1080/50i FH
1080/30p FX 1080/25p FX
1080/30p FH 1080/25p FH
1080/24p FX            –
1080/24p FH            –
720/60p FX 720/50p FX
720/60p FH 720/50p FH
720/60p HQ 720/50p HQ

• 이미지 크기: 1080(1920x720) / 720(1280x720)
• 프레임 레이트: 60/50/30/25/24
• 주사 방식: i(인터레이스) / p(프로그레시브)
• 비트 레이트
PS: 최대 28Mbps
FX: 최대 24Mbps
FH: 약 17Mbps(평균)
HQ: 약 9Mbps(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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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i]를 선택한 경우의 프레임 레이트

캠코더에 표시되는 프레임 레이트는 아래 표의 
값에 해당합니다.
Frame	rate	on	the	LCD	
screen

Actual	frame	rate

24 23.98
30 29.97
60 59.94

 참고

• 각 레코딩 포맷의 다른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록시 레코딩

이 기능을 사용하면 비트 레이트가 낮은 프록시 
파일과 비트 레이트가 높은 원본 동영상 파일을 
동시에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

프록시 레코딩 중에는 캠코더의 일부 기능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록시 레코딩 지원 포맷

프록시 레코딩은 [FILE FORMAT]을 XAVC 
QFHD 또는 XAVC HD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VCHD로 설정한 경우 프록시 
레코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본 동영상 파일과 프록시 동영상 파일의 크기
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록시 레코딩 지원 포맷”(182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록시 레코딩

프록시 레코딩을 지원하는 미디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지원 메모리 카드”(38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REC/OUT	SET)	→	
[REC	SET]	→	 [PROXY	REC	MODE]	→	

[ON/OFF]	→	[ON]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3	SEL/SET	다이얼로	 	(REC/OUT	SET)	→	
[REC	SET]	→	 [PROXY	REC	MODE]	→	

[SIZE]	→	원하는	이미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4	레코딩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참고

• XAVC 파일의 최대 숫자(600)에 도달하면 캠
코더에서 레코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프록시 레코딩 파일

• 프록시 레코딩 파일의 저장 위치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메모리 카드의 파일/폴더 구조”
(18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프록시 파일은 캠코더에서 플레이백할 수 없
습니다. 원본 파일의 썸네일에 가 표시됩
니다.

• 해당 원본 파일을 삭제/보호하면 프록시 파일
도 삭제/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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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조정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또는 ND 
필터를 사용하여 빛의 양 등을 조정함으로써 밝
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FULL AUTO 버튼을 ON(켜짐)으로 설정하면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경우 수동
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리스 조정하기

1	FULL	AUTO	버튼 을	눌러	완전	자동	모드

를	끕니다.

2	IRIS	버튼 을	누릅니다.

아이리스 값 옆의 가 사라집니다.

               아이리스 값

3	ND/IRIS	스위치 를	“IRIS”	위치로	설정합니

다.

4	ND/IRIS	다이얼 을	돌려	값을	조정합니다.

조리개를 열수록(F 값을 줄일수록) 빛의 양이 
증가합니다. 조리개를 닫을수록(F 값을 높일
수록) 빛의 양이 감소합니다.

아이리스를	일시적으로	자동	조정하려면

IRIS PUSH AUTO 버튼 을 누르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리스가 자동
으로 조정됩니다.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IRIS 버튼 을 누릅니다.
아이리스 값 옆에 가 나타납니다.

 팁

• 다이렉트 메뉴(61페이지)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ASSIGN 다이얼에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 포커스 범위는 중요한 조리개 효과이며, 피사
계 심도라고도 부릅니다. 피사계 심도는 조리
개를 열수록 더 얕아지고 조리개를 닫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조리개를 창의적으로 사용하
여 사진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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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IRIS PUSH AUTO]를 ASSIGN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85페이지).

 ISO 감도/게인 조정하기

ISO 감도와 게인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
다.

1	FULL	AUTO	버튼 을	눌러	완전	자동	모드

를	끕니다.

2	ISO/GAIN	버튼 을	누릅니다.

ISO 값 또는 게인 값 옆의 가 사라집니다.

ISO 값/게인 값

3	ISO/GAIN	L/M/H	스위치[G]를	원하는	위치
로	설정합니다.

설정한 ISO 값 또는 게인 값이 표시됩니다.
 (CAMERA/ PAINT) 메뉴(148페이지)의 

[ISO SET] 또는 [GAIN SET]을 사용하여 각 L/
M/H 스위치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ISO/GAIN 버튼 을 누릅니다.
ISO 값 또는 게인 값이 사라지거나, ISO 값 또는 
게인 값 옆에 가 나타납니다.

 팁

• 다이렉트 메뉴(61페이지)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ASSIGN 다이얼에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 메뉴에서 [ISO/GAIN SEL]을 사용하여 표시되
는 값을 ISO 감도와 게인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O 감도와 게인은 별도의 다른 값
으로 각각 저장됩니다(147페이지).

 셔터 속도 조정하기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조정하여 고정할 수 있습
니다. 셔터 속도를 조정하여 움직이는 피사체가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움직이는 피사체
의 흐르는 듯한 모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1	FULL	AUTO	버튼[A]을	눌러	완전	자동	모드
를	끕니다.

2	SHUTTER	SPEED	버튼[H]을	눌러	셔터	속도	
값이	강조	표시되도록	합니다.

셔터 속도 값 옆의 가 사라집니다.

셔터 속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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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L/SET	다이얼[F]을	돌려	셔터	속도를	조정
합니다.

다음 범위에서 셔터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
다.
[60i]를 선택한 경우: 1/8 ~ 1/10000
(24p로 촬영 시 1/6 ~ 1/10000)
[50i]를 선택한 경우: 1/6 ~ 1/10000
설정한 셔터 속도의 분모가 LCD 화면에 나타
납니다. 예를 들어, 셔터 속도를 1/100초로 설
정하면 LCD 화면에 [100]이 나타납니다. LCD 
화면에 표시된 값이 클수록 셔터 속도가 더 빠
른 것입니다.

4	SEL/SET	다이얼[F]을	눌러	셔터	속도를	적용
합니다.

셔터 속도를 다시 조정하려면 2단계부터 절차
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팁

• 다이렉트 메뉴(61페이지)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셔터 속도가 느리면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추
기가 어렵습니다. 캠코더를 트라이포드에 장
착한 상태라면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
이 좋습니다.

• 형광등, 나트륨등 또는 수은등 아래에서 촬영
하면 영상이 깜빡이거나 컬러가 다르게 보이
거나 가로줄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전원 주파수가 50Hz인 경우 셔터 
속도를 1/50으로 조정하면(60Hz 지역의 경우 
1/60)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셔터 속도 표시를 초와 도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SHUTTER DISPLAY], 160페이지).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SHUTTER 버튼 을 두 번 누릅니다.
셔터 속도 값이 사라지거나 셔터 속도 값 옆에 

가 나타납니다.

[60i/50i SEL] 전환 후 설정값

[60i/50i SEL] 설정을 변경하기 전과 같은 레벨의 
셔터 속도가 적용됩니다. 다음 표에서 각 레벨의 
셔터 속도를 참조하십시오.
Level 60i/60p/30p 24p 50i/50p/25p

0 - 6 -
1 8 12 6
2 15 24 12
3 30 25 25
4 50 40 30
5 60 48 50
6 90 50 60
7 100 60 100
8 125 96 120
9 180 100 150
10 250 120 215
11 350 144 300
12 500 192 425
13 725 200 600
14 1000 288 1000
15 1500 400 1250
16 2000 576 1750
17 3000 1200 2500
18 4000 2400 3500
19 6000 4800 6000
20 10000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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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량 조정하기(ND 필터)

이 캠코더에는 두 가지 ND 필터 모드가 있습니
다. PRESET/VARIABLE 스위치 를 사용하여 
두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모드에서 조정하기

PRESET/VARIABLE	스위치 를	“PRESET”으

로	설정하고,	ND	FILTER	다이얼 을	아래	설명

과	같이	전환합니다.

CLEAR: ND 필터 사용하지 않음
1: CAMERA/PAINT → ND FILTER → PRESET1
에 설정된 농도.
기본값은 1/4입니다.
2: CAMERA/PAINT → ND FILTER → PRESET2
에 설정된 농도.
기본값은 1/16입니다.
3: CAMERA/PAINT → ND FILTER → PRESET3
에 설정된 농도.
기본값은 1/64입니다.

배리어블 모드에서 조정하기

1	ND/IRIS	스위치[C]를	“ND”	위치로	설정합니
다.

2	P R E S E T / VA R I A B L E 	 스위치 를	

“VARIABLE”로	설정하고,	ND	FILTER	다이얼

[A]을	위치	1,	2	또는	3으로	전환합니다.

3	ND/IRIS	다이얼[C]로	필터	농도를	1/4	~	
1/128	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

ND FILTER 다이얼[A] 1/2/3 위치는 필터 농
도 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팁

• 다이렉트 메뉴(61페이지)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을 ASSIGN 다이얼에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 레코딩 도중 ND FILTER 다이얼 을 전환하
면 영상 또는 사운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 밝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비디오 카메라에
서 아이리스를 너무 닫았을 때 흔히 발생하는 
회절 현상으로 포커스가 잘 맞지 않을 수 있
습니다. ND FILTER 다이얼[A]을 사용하면 이 
현상이 억제되어 촬영 이미지가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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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ND 필터 설정하기

*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2.0 이상을 사용하여 지
원됩니다(5페이지 참조).

1	PRESET/VARIABLE	스위치 를	VARIABLE

로	설정하고,	ND	FILTER	다이얼 을	위치	1,	

2	또는	3으로	전환합니다.

ND 필터 모드가 배리어블(Variable) 모드로 
설정됩니다.

2	메뉴에서	 (CAMERA/PAINT)	 ->	 [ND	

FILTER]	->	[AUTO	ND	FILTER]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자동)이 ND 필터 값을 나타내는 아이콘에 
표시됩니다.

 참고

• 자동 ND 필터 설정/해제 전환은 배리어블
(Variable) 모드에서만 지원됩니다.

• 캠코더가 프리셋 모드이거나 ND FILTER 다이얼 
가 CLEAR로 설정된 경우 자동 ND 필터가 비

활성화됩니다.
• 완전 자동 모드가 배리어블(Variable) 모드에서 

설정된 경우, 자동 ND 필터가 해제된 경우에도 
ND 필터의 농도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팁

• 자동 ND 필터 ON/OFF 설정을 ASSIGN 버튼에 
어사인 할 수 있습니다.

• 다이렉트 메뉴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완전 자동 모드가 설정된 경우에는 
ASSIGN 버튼 또는 다이렉트 메뉴를 사용해서 
ND 필터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지브라 1/지브라 2

*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2.0 이상을 사용하여 지
원됩니다(5페이지 참조).

• 지브라 1: 지브라 표시를 위한 레퍼런스 레벨 
및 범위를 설정합니다.

• 지브라 2: 설정 레벨 위로 지브라를 표시합니다.

지브라 설정하기

메뉴에서 (DISPLAY SET) -> [ZEBRA]를 선
택하고 다음 항목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정(기본	설정은	굵게	표

시됨)

[ZEBRA SELECT] OFF, ZEBRA1, ZEBRA2

[ZEBRA1 LEVEL]*1 0% ~ 109%(1%씩 증가)
(70%)

[ZEBRA1 
APERTURE 
LEVEL]*2

2% ~ 20%(2%씩 증가)
(10%)

[ZEBRA2 LEVEL]*3 0% ~ 109%(1%씩 증가)
(100%)

*1 지브라 1 레벨(레퍼런스 레벨)
*2 지브라 1 범위
*3 지브라 2 레벨(최소 레벨)

ZEBRA1 또는 ZEBRA2가 선택된 경우  아
이콘 또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참고

• 지브라 1과 지브라 2는 동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지브라 패턴은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 되지 않습

니다.
• [ZEBRA SELECT]가 OFF인 경우 히스토그램의 

지브라 포인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팁

• [ZEBRA]를 ASSIGN 버튼에 어사인 할 수 있습니
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이 OFF -> ZEBRA1 
-> ZEBRA2로 전환됩니다.

밝기 조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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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조정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기

레코딩 환경의 조명 조건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
를 조정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팁

• [WB PRESET]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85페이지).

• 다이렉트 메뉴(61페이지)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1	FULL	AUTO	버튼 을	눌러	완전	자동	모드

를	끕니다.

2	WHT	BAL	버튼 을	눌러	WHT	BAL	표시등

을	표시합니다.

3	B/A/PRESET	스위치 를	원하는	위치로	설

정합니다.

■ A/B 값 설정

메모리 A 또는 B에 저장된 화이트 밸런스 설정
(56페이지)으로 레코딩하려면 A 또는 B를 선택
합니다.
• 시판되는 ND 필터를 사용할 경우 이 조정이 

권장됩니다.
■ 화이트 밸런스의 PRESET 값을 사용하

려면

 (CAMERA/PAINT) → [WB PRESET]을 
선택하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레코딩	조건의	예

 실외
([OUTDOOR])

• 야경, 네온등, 불꽃놀이 등 
촬영 시

•일출, 일몰 등 촬영 시
• 주광색 형광등 아래에서 촬

영할 경우

 실내
([INDOOR])

• 파티장 등과 같이 조명 조건
이 바뀌는 장소

• 스튜디오와 같이 비디오 조
명을 사용하는 곳에서

• 나트륨 또는 수은등 아래에
서

색온도 설정
([MANU WB 
TEMP])

•  (CAMERA/PAINT) -> 
[WB TEMP SET](기본 설정 
6500K)을 사용하여 2300K와 
15000K 사이에서 원하는 색온
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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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  (OUTDOOR)로 설정한 경우 실외 위치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WB SET 버튼 을 누르고 SEL/SET 다이얼을 
돌립니다. -7(청색을 띰) ~ 0(표준, 기본값) ~ 
+7(적색을 띰)의 범위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또한 메뉴([WB OUTDOOR LEVEL], 149페이
지)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 [MANU WB TEMP]로 설정하면 색온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WB SET 버튼 을 누
르고 SEL/SET 다이얼을 돌립니다.  
또한 메뉴([WB TEMP SET], 149페이지)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한 화이트 밸런스 값을 메모리 A 또는 

B에 저장하려면

①  FULL AUTO 버튼 을 눌러 완전 자동 모드
를 끕니다.

②  WHT BAL 버튼 을 눌러 WHT BAL 표시등
을 표시합니다.

③ A(  A) 또는 B(  B)를 선택합니다.
④  피사체와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종이와 같은 

흰 피사체로 화면을 채웁니다.
⑤ WB SET 버튼 을 누릅니다.

조정된 값이  A 또는  B에 저장되며 저
장된 색온도가 약 3초 동안 표시됩니다.
 참고

• 화이트 밸런스 조정 값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
으면  A 또는  B가 느리게 깜빡입니다. 
피사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셔터 속도를 오
토 또는 1/60(1/50) 정도로 설정한 다음 화이
트 밸런스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 레코딩 조건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
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
을 완료하기 전에 다른 조작을 실행하려는 경
우 B/A/ PRESET 스위치 를 다른 위치로 설
정하면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중단됩니다.

자동 조정을 복원하려면

WHT BAL 버튼 을 누릅니다.

 블랙 밸런스 조정하기

일반적으로 블랙 밸런스는 조정하지 않아도 됩
니다. 일부 레코딩 상황에서 블랙 밸런스가 적절
하지 않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블랙 
밸런스를 조정하십시오. 렌즈를 교체한 경우에
도 블랙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한 값은 저장됩니다.

1	대기	모드에서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CAMERA/PAINT)	

→	[BLACK	BALANCE]를	선택합니다.

3	LCD	화면의	메시지에	따라	전면	렌즈	캡을	
장착하고	[YES]를	선택합니다.

블랙 밸런스 조정이 시작됩니다.

4	[Completed.]가	나타날	때	MENU	버튼을	누
르면	조정이	완료됩니다.

[Could	not	adjust.]가	나타나는	경우

①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② 1단계부터 절차를 다시 시도합니다.

색조 조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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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4.0 이상을 사용하여 지
원됩니다(5페이지 참조).

이제는 HDR 호환 영상 프로파일을 적용하면 이
전보다 넓은 범위의 밝기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설정을 선택할 수 있는 HLG(Hybrid Log-
Gamma)가 지원됩니다.
[HLG] 설정은 ITU-R BT.2100과 동일합니다. 
[HLG1], [HLG2] 및 [HLG3] 설정을 사용하면 기
존 카메라 이미지 재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자
연스럽게 보이는 이미지 없이 보다 넓은 다이나
믹 레인지로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HDR 호환 영상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촬영하기

1	 (CAMERA/PAINT)	메뉴	→	 [PICTURE	

PROFILE]	→	[PP10]을	선택합니다.

영상	프로파일	번호 설정	예

PP10 HDR로 촬영하기 위한 설정

2	필요에	따라	영상	프로파일	항목을	조정합니
다.

3	레코딩	버튼을	누릅니다.
HDR로 촬영한 영상은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
됩니다.

 참고

•XAVC 레코딩
캠코더에서 HDR 비디오를 XAVC 형식으로 레
코딩 하는 경우 HDR 플레이백 및 표시에 필요
한 색 공간, 감마 및 기타 메타 데이터가 비디
오 파일에 저장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 플레이백 및 표시에 
사용되는 장치에서 비디오는 적절한 설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지원하지 않는 장치에서는 수동 구성이 필요

합니다.
• AVCHD 레코딩/MPEG HD 레코딩

AVCHD 형식 레코딩 및 MPEG HD 형식 레코
딩은 HDR 메타데이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HDR을 적절하게 플레이백하고 표시하려면 수
동 구성이 필요합니다.

 영상 프로파일 HDR 관련 항목

다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GAMMA] 항목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항목 설명

[HLG] ITU-R BT.2100과 동일한 설
정.

[HLG1]

[HLG2]보다 큰 노이즈 억제를 
제공하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촬영할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
지는 더 좁습니다.

[HLG2]
다이나믹 레인지와 노이즈 억
제 사이의 균형을 맞춘 설정입
니다.

[HLG3]

[HLG2]보다 넓은 다이나믹 레
인지를 제공하는 설정입니다.
단, 노이즈 레벨이 상승합니
다.

[HLG1], [HLG2] 및 [HLG3] 모두 동일한 감마 
곡선 특성을 사용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와 노
이즈 억제 특성만 다릅니다.

HDR(High Dynamic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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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비디오 출력의 최대 값은 [HLG1], [HLG2] 
또는 [HLG3]이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다릅
니다([HLG1]: 87%, [HLG2]: 95%, [HLG3]: 
100%). 실제 촬영 중에 부적절한 설정을 사용
하지 않도록 사전에 촬영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HLG], [HLG1], [HLG2] 또는 [HLG3]을 선택
한 경우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KNEE]에 대해 [MODE]를 AUTO로 설정하
면 [KNEE]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

-  [COLOR MODE]는 [BT.2020] 또는 [709]로
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BLACK GAMMA] 설정이 비활성화됩니다.
- [AUTO BACK LIGH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LOR MODE] 항목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항목 설명

[BT.2020]
[GAMMA]에서 [HLG], [HLG1], 
[HLG2] 또는 [HLG3]을 선택한 경
우 표준 색조.

[709]

[GAMMA]에서 [HLG], [HLG1], 
[HLG2] 또는 [HLG3]을 선택한 경
우 HDTV 형식(BT.709) 색을 레코
딩 하기 위한 색조.

 참고

[BT.2020]을 선택하면 컬러 바가 올바르게 출력

되지 않습니다.

 감마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기능 사용하기

캠코더의 뷰파인더 및 LCD 화면은 HDR을 지원
하지 않으므로 HDR을 표시하는 데 적합하지 않
습니다.
단, 감마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을 돕기 위해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감마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기능은 뷰파인더 또
는 LCD 화면에 표시되는 모니터링 비디오 또는 
플레이백 비디오에만 영향을 줍니다. 레코딩 되
는 비디오 및 출력 비디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
다.

1	 (DISPLAY	SET)	메뉴	->	[GAMMA	DISP	

ASSIST]	->	[ON/OFF]	->	[ON]을	선택합니

다.

2	[GAMMA	DISP	ASSIST]	->	[TYPE]을	선택
합니다.

HDR(High Dynamic Range)
비

디
오

 출
력

(%
)

HLG1 ~ HLG3

감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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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항목 설명

[AUTO]

촬영 화면: 
영상 프로파일 설정에 따라 
영상을 자동으로 수정합니
다.

플레이백 화면:
AVCHD, MPEG HD 및 
XAVC 비-HLG 파일의 경우 
현재 영상 프로파일 설정에 
따라 영상을 자동으로 수정
합니다.
XAVC HLG 파일의 경우 플
레이백 이미지의 감마 및 컬
러 모드에 따라 영상을 자동
으로 수정합니다.

썸네일 화면:
최근 설정(촬영/플레이백)
을 유지합니다.

[HLG(BT.2020)]

[GAMMA]가 HLG이
고 [COLOR MODE]가 
[BT.2020]으로 설정된 경우에 
적합한 보정을 적용합니다.

[HLG(709)]

[ G A M M A ] 가  H L G 이 고 
[COLOR MODE]가 [709]로 
설정된 경우에 적합한 보정을 
적용합니다.

* MPEG HD 옵션이 필요합니다.

 팁

배터리 팩을 사용하여 캠코더 전원을 켜는 경우 
LCD의 밝기를 변경하면 HDR 이미지를 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DISPLAY SET 메뉴에
서 [LCD BRIGHT] -> [BRIGHT]를 선택합니다.

아이콘 표시

감마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기능이 켜져 있으면 
촬영 화면과 플레이백 화면에 다음과 같은 아이
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의미

[HLG(BT.2020)] 사용 중

[HLG(709)] 사용 중

캠코더에서 HDR로 레코딩 된 비디오  
플레이백 하기

캠코더에서 HDR로 레코딩 된 비디오를 플레이
백 할 수 있습니다.
XAVC QFHD 또는 XAVC HD 형식으로 레코딩 
된 파일을 플레이백 할 때 썸네일 화면과 플레이
백 화면에 "HLG"아이콘이 표시됩니다(아래 그
림 참조).

 참고

• HDR로 레코딩 된 AVCHD 또는 MPEG HD 형
식 파일을 플레이백 할 때 "HLG" 아이콘이 표
시되지 않습니다.

• HDMI 출력 및 SDI 출력은 HDR 메타데이터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HDR을 적절하게 표시
하려면 수동 구성이 필요합니다.

썸네일 화면

* XAVC 형식으로 레코딩 된 파일만 해당됨.

“HLG”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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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 화면

* XAVC 형식으로 레코딩 된 파일만 해당됨.

비-XAVC 형식으로 레코딩 된 HDR  
파일의 제한 사항

XAVCQFHD 또는 XAVC HD 이외의 형식으로 
레코딩 된 파일에는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
다.
• HLG를 사용한 레코딩은 메타데이터에 등록

되지 않습니다.
• 썸네일 화면과 플레이백 화면에는 "HLG" 아

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HDR(High Dynamic Range)(계속)

“HLG” 아이콘*

감마 디스플레이 어시스트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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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메뉴 사용

다이렉트 메뉴를 사용하면 그립에서 한 손으로 
조작하여 메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뉴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는 설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커스(44페이지)
• AE 시프트 레벨 값(149페이지)
• ND 필터 값(53페이지)
• 아이리스 값(50페이지)
• ISO 감도/게인(51페이지)
• 셔터 속도 값(51페이지)
• 화이트 밸런스 값(55페이지)

1	그립의	ASSIGN5	버튼 을	누릅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렉트 메뉴 기능은 ASSIGN5 버
튼 에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뉴 모드로 전환되면 LCD 화면의 하
단에 항목에 해당하는 커서(밑줄)가 표시됩니
다.
• 주황색 커서는 선택된 항목을 나타냅니다.
• 흰색 커서는 선택 가능한 항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는 아이리스 값 이 선
택된 상태입니다.

                      주황색 커서

 포커스 값
 AE 시프트 레벨 값
 ND 필터 값
 아이리스 값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값
 화이트 밸런스 값

2	멀티	셀렉터 를	왼쪽/오른쪽으로	움직여	주

황색	커서를	이동하고	설정할	대상	항목을	선

택합니다.

3	설정할	항목에	 	(자동)가	나타나면	멀티	셀
렉터를	위/아래로	움직여	 	마크를	없앱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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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멀티	셀렉터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합니다.

설정값이 반전된 흑백으로 강조 표시되면서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 셔터 속도 값을 변경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셔터 속도 값

5	멀티	셀렉터 를	위/아래로	움직여	원하는	

값이	표시되도록	합니다.

변경된 셔터 속도 값

6	다른	항목을	설정하려면	3	~	5단계를	반복하
면서	왼쪽/오른쪽	키를	사용하여	주황색	커서

를	이동합니다.

7	원하는	값이	모두	표시될	때	멀티	셀렉터 를	

누릅니다.

설정이 적용되며 다이렉트 메뉴 모드가 종료
됩니다.

 참고

• 다음 기능을 사용할 때(조작 버튼/ASSIGN 버
튼을 사용한 조작 포함)는 다이렉트 메뉴를 사
용할 수 없습니다.
- 메뉴가 표시되는 중
- 썸네일이 표시되는 중
- 슬로우 & 퀵 모션
- 수퍼 슬로우 모션

- FOCUS MAGNIFIER
- FACE DETECTION
- LAST SCENE REVIEW
- VOLUME
- 스마트폰 조작(CTRL W/SMARTPHONE)
- STREAMING

• 다이렉트 메뉴가 표시될 때 버튼 또는 스위치
를 사용하여 항목(예: 아이리스 값 또는 포커
스 값)을 변경하면 다이렉트 메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 멀티 셀렉터 대신 SEL/SET 다이얼을 사용하
여 위 조작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메뉴 사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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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앤 퀵 모션/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슬로우 앤 퀵 모션 레코딩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와 다른 프레임 레이트
로 레코딩하면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 또는 퀵 모
션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는 파일 포맷에 따라 달
라집니다(38페이지).

• 퀵 모션 레코딩 기능으로 레코딩하는 경우, 
레코딩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정지한 후 약
간의 시간(최대 약 30초) 동안 레코딩이 계속
될 수 있습니다. LCD 화면에 [REC] 표시등이 
깜빡이는 동안 캠코더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STBY]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레코딩을 정지하기 위해 버튼을 누른 후 최소 
데이터 단위(0.5초의 리플레이 시간)의 쓰기
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레코딩됩니다.

1	MENU	버튼[C]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D]로	 	(CAMERA/PAINT)	

→	[SLOW	&	QUICK]	→	[S&Q	MOTION]	→	

[REC	FORMAT]/[FRAME	RATE]를	선택합니다.

[REC FORMAT]: 다음 중에서 레코딩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XAVC	QFHD

2160/30p 100Mbps
2160/30p 60Mbps

XAVC	HD

1080/60p 50Mbps
1080/60p 35Mbps
1080/30p 50Mbps
1080/30p 35Mbps
1080/24p 50Mbps
1080/24p 35Mbps

AVCHD

1080/60p PS, 1080/30p FX,
1080/30p FH, 1080/24p FX,
1080/24p FH

[50i]를 선택한 경우:
XAVC	QFHD

2160/25p 100Mbps
2160/25p 60Mbps

XAVC	HD

1080/50p 50Mbps
1080/50p 35Mbps
1080/25p 50Mbps
1080/25p 35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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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CHD

1080/50p PS, 1080/25p FX, 1080/25p FH

[FRAME RATE]: 다음 중에서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1fps, 2fps, 4fps, 8fps, 15fps, 30fps, 60fps*

[50i]를 선택한 경우:
1fps, 2fps, 3fps, 6fps, 12fps, 25fps, 50fps*
*  QFHD의 경우 60fps 및 50fps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FRAME RATE]와 [REC FORMAT] 간의 관
계에 대해서는 6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EXECUTE]를	선택합니다.
Slow & Quick Motion 레코딩 화면이 나타납
니다.

4	START/STOP	버튼[A]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
합니다.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

프레임 레이트 설정을 변경하려면

대기 중 S&Q 버튼 을 누른 채로 SEL/SET 다이
얼 로 값을 변경합니다.
설정을 취소하려면 S&Q 버튼을 다시 길게 누릅
니다.

설정을 취소하려면

대기 중 S&Q 버튼  또는 MENU 버튼 을 누
릅니다.

슬로우 앤 퀵 모션 도중 [FRAME RATE] 및 

[REC FORMAT] 설정에 따른 플레이백 속

도

레코딩 포맷 및 프레임 레이트 설정에 따른 플레
이백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XAVC HD/AVCHD

[6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1080/24p 1080/30p 1080/60p

60 40% 느림 50% 느림 100%(표준)
30 80% 느림 100%(표준) 200% 빠름
15 160% 빠름 200% 빠름 400% 빠름
8 300% 빠름 375% 빠름 750% 빠름
4 600% 빠름 750% 빠름 1500% 빠름
2 1200% 빠름 1500% 빠름 3000% 빠름
1 2400% 빠름 3000% 빠름 6000% 빠름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1080/25p 1080/50p

50 50% 느림 100%(표준)
25 100%(표준) 200% 빠름
12 208% 빠름 417% 빠름
6 417% 빠름 833% 빠름
3 833% 빠름 1667% 빠름
2 1250% 빠름 2500% 빠름
1 2500% 빠름 5000% 빠름

슬로우 앤 퀵 모션/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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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VC QFHD

[6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2160/24p 2160/30p

30 80% 느림 100%(표준)
15 160% 빠름 200% 빠름
8 300% 빠름 375% 빠름
4 600% 빠름 750% 빠름
2 1200% 빠름 1500% 빠름
1 2400% 빠름 3000% 빠름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2160/25p

25 100%(표준)
12 208% 빠름
6 417% 빠름
3 833% 빠름
2 1250% 빠름
1 2500% 빠름

 참고

• 최대 연속 레코딩 시간은 XAVC의 경우 약 6시
간, AVCHD의 경우 약 13시간입니다.

• 레코딩 중에는 [FRAME RATE]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먼저 레코딩
을 정지하십시오.

• 타임코드는 [REC RUN] 모드로 레코딩됩니다
(162페이지).

•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 ( )로 
설정하면 슬로우 앤 퀵 모션이 자동으로 취소
되지만 [FRAME RATE] 설정은 유지됩니다.

• 사운드는 레코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플레이백 프레임 레이트보다 훨씬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레코딩하면 수퍼 슬로우 모션 이미지
로 플레이백되는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
다. 수퍼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레코딩된 이미지
는 정상 속도로 레코딩된 이미지를 느리게 플레
이백 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보입니다.

 참고

•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는 파일 포맷에 따라 달라
집니다(38페이지).

•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기능으로 레코딩할 때 
레코딩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정지한 후 약간의 
시간(최대 약 6분) 동안 레코딩이 계속될 수 있습
니다. LCD 화면에 [REC] 표시등이 깜빡이는 동
안 캠코더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STBY]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레코딩을 정지하기 위해 버튼을 누른 후 최소 데
이터 단위(0.5초의 리플레이 시간)의 쓰기가 완
료될 때까지 계속 레코딩됩니다.

• XAVC QFHD에서는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SHUTTER DISPLAY]가 [DEGREE]로 설정되면 
수퍼 슬로우 모션으로 레코딩할 때 셔터 값이 올
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60페이지).

1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2	SEL /SET 	 다이얼 로	 	 (CAMERA/

PAINT)	→	 [SLOW	&	QUICK]	→	 [SUPER	

SLOW	MOTION]	→	[FRAME	RATE]/[REC	

FORMAT]/[REC	TIMING]을	선택합니다.

[FRAME RATE]: 다음 중에서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120 fps, 240 fps, 480 fps, 960 fps
[50i]를 선택한 경우:
   100 fps, 200 fps, 400 fps, 800 fps
[REC FORMAT]: 다음 중에서 레코딩 포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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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XAVC	HD

1080/60p 50Mbps
1080/60p 35Mbps
1080/30p 50Mbps
1080/30p 35Mbps
1080/24p 50Mbps
1080/24p 35Mbps
AVCHD

1080/60p PS, 1080/30p FX,
1080/30p FH, 1080/24p FX,
1080/24p FH

[50i]를 선택한 경우:
XAVC	HD

1080/50p 50Mbps
1080/50p 35Mbps
1080/25p 50Mbps
1080/25p 35Mbps
AVCHD

1080/50p PS, 1080/25p FX,
1080/25p FH

[REC TIMING]: 레코딩 버튼을 누를 때 레코
딩을 시작할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FRAME RATE]와 [REC FORMAT] 간의 관계
에 대해서는 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REC TIMING]에 따른 레코딩 시간 변동에 대
해서는 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EXECUTE]를	선택합니다.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화면이 나타납니다.

4	START/STOP	버튼 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

합니다.

레코딩 시간을 직접 결정하려면

[REC TIMING]을 [START TRIGGER]로 설정한 
경우 START/STOP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 레코
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설정을 변경하려면

대기 중 S&Q 버튼 을 누른 채로 SEL/SET 다이
얼 로 프레임 레이트 값을 변경합니다.
설정을 취소하려면 S&Q 버튼을 다시 길게 누릅
니다.

레코딩하려는 씬을 놓친 경우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레코딩 화면에서 [Cancel]
을 선택합니다.
레코딩이 중지되지만 해당 지점까지 레코딩 된 
콘텐츠가 저장됩니다. 파일이 썸네일 화면에 표
시됩니다.

설정을 취소하려면

대기 중 S&Q 버튼  또는 MENU 버튼 을 누
릅니다.

레코딩 버튼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

HALF

시간 축

슬로우 앤 퀵 모션/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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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슬로우 모션 도중 [FRAME RATE] 및 

[REC FORMAT] 설정에 따른 플레이백 속

도

레코딩 포맷 및 프레임 레이트 설정에 따른 플레
이백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1080/24p 1080/30p 1080/60p

960 2.5% 느림 3.125% 느
림 6.25% 느림

480 5% 느림 6.25% 느림 12.5% 느림
240 10% 느림 12.5% 느림 25% 느림
120 20% 느림 25% 느림 50% 느림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1080/25p 1080/50p

800 3.125% 느림 6.25% 느림
400 6.25% 느림 12.5% 느림
200 12.5% 느림 25% 느림
100 25% 느림 50% 느림

[REC TIMING] 및 [FRAME RATE] 설정에 

따른 레코딩 시간

레코딩 타이밍 및 프레임 속도에 따른 대략적인 
레코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HALF

960 19초 19초 9초
480 10초 10초 5초
240 8초 8초 4초
120 16초 16초 8초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HALF

800 23초 23초 11초
400 12초 12초 6초
200 9초 9초 5초
100 19초 19초 10초

 참고

• 완전 자동 모드가 꺼진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
니다. 아이리스, 게인, 셔터 속도는 매뉴얼로 
고정됩니다.

• [FRAME RATE]에서 [960]([800])을 선택한 경
우 표시 및 레코딩되는 이미지가 시야각의 약 
절반입니다.

• [FRAME RATE]에서 [480], [960]([400], [800])
을 선택한 경우 일반 레코딩 이미지에 비해 화
질이 저하됩니다.

• 게인 또는 셔터 속도를 조정하거나 화이트 밸
런스를 변경하면 LCD 화면의 이미지가 변경
됩니다. 하지만, 레코딩이 끝날 때의 카메라 
설정이 레코딩되는 이미지에 반영됩니다.

• 프레임 레이트 설정을 변경하려면 먼저 레코
딩을 정지하십시오.

• 타임코드는 [REC RUN] 모드로 레코딩됩니다
(162페이지).

•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 ( )로 
설정하면 수퍼 슬로우 모션이 자동으로 취소
되지만 [FRAME RATE] 설정은 유지됩니다.

• 플릭커 조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운드는 레코딩할 수 없습니다.
• 프레임 레이트보다 느린 셔터 속도 값은 선택

할 수 없습니다.
• WB SET 버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VCHD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도중에는 

데이터 코드(시간 및 카메라 데이터)가 레코
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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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형식이 XAVC HD일 때 HFR(하이 프레
임 레이트)에서 슬로우 모션 레코딩이 슬로우 앤 
퀵 모션 레코딩에 추가되었습니다.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과 달리 일반 레코딩과 
동일하게 미디어의 남은 용량이 소진될 때까지 
비디오를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슬로우 모션 레코딩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 비교

촬영	모드
최대		
레코딩		
시간

레코딩		
형식

최대	프레임	
레이트(XAVC	
HD,	[60i])

슬로우 앤 
퀵 모션 레
코딩

제한 없음*

XAVC 
QFHD/
XAVC HD/
AVCHD

60fps

수퍼 슬로
우 모션 레
코딩

제한 사항 
적용

XAVC HD/
AVCHD 960fps

하이 프레
임 레이트 
레코딩

제한 없음* XAVC HD 120fps

* 일반 레코딩과 마찬가지로 최대 레코딩 시간에 
대한 상한 값이 있습니다. 최대 레코딩 시간은 
프레임 레이트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이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 준비하기

*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4.0 이상에서 지원됩니
다. CBKZ-FS5HFR 옵션(별매)이 필요합니다(5페이지 
참조).

옵션을 구입하고 이를 캠코더에 설치하는 방법
은 두 가지입니다.
•  구입 후 웹 사이트에서 설치 키를 얻고, 캠코

더에 표시된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자세한 내
용은 CBKZ-FS5HFR 설치 설명서의 절차를 참
조하십시오.

•  USB를 통해 컴퓨터를 장치에 연결하여 자동 
감지 기능을 실행하고, 컴퓨터에 표시된 지침

을 따릅니다(버전 4.0 이상).

*  PXW-FS5M2/FS5M2K에서는 옵션 구입 및 설치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슬로우 모션 레코딩

플레이백 속도

레코딩 형식에 따른 플레이백 속도는 다음과 같
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1080/24p 1080/30p 1080/60p

120 20% 느림 25% 느림 50% 느림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1080/24p 1080/30p 1080/60p

120 20% 느림 25% 느림 50% 느림

레코딩

1	 (CAMERA/PAINT)	 메뉴	→ 	 [SLOW	
&	QUICK]	→	 [S&Q	MOTION]	→	 [HIGH	

FRAME	RATE]	→	[ON]을	선택합니다.

2	[REC	FORMAT]를	선택합니다.

HFR(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슬로우 모션 레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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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코딩	형식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1080/60p 50Mbps 1080/50p 50Mbps
1080/30p 25Mbps 1080/25p 25Mbps
1080/24p 25Mbps -

프레임 레이트는 다음 값으로 고정됩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120
[50i]를 선택한 경우: 100

4	[EXECUTE]를	선택하거나	S&Q(ASSIGN1)	
버튼을	누릅니다.

5	레코딩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슬로우	모션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레코딩 버튼을 누릅니다.

슬로우 모션 레코딩 모드를 취소하려면

대기 중인 상태에서 S&Q 버튼 또는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참고

• 레코딩을 정지하기 위해 레코드 버튼을 누른 
후에도 캠코더에서 레코딩이 잠시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타임코드는 [REC RUN] 모드로 레코딩 됩니
다.
 팁

하이 프레임 레이트 ON/OFF 설정은 이제 S&Q 
버튼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슬로우 앤 퀵 모션
이 선택된 경우 [HIGH FRAME RATE] 메뉴 항
목의 설정이 항상 적용됩니다.

 하이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 제한 사항

다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FACE DETECTION
•COLOR BAR
•CENTER SCAN
•STREAMING
•DATE REC
•SIMULTANEOUS REC/RELAY REC
•PROXY REC MODE
•Wi-Fi 리모트 컨트롤
•완전 자동 모드
•CLEAR IMAGE ZOOM
•AUTO BACK LIGHT
•오디오 레코딩
•셔터 속도 자동 조정
•RAW 레코딩
• “ACTIVE” 이미지 흔들림 보정 

(STEADYSHOT)

다음 제한 사항은 하이 프레임 레이트로 레코딩 
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 셔터 속도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최소

값 1/125([60i]가 선택된 경우), 1/100([50i]가 
선택된 경우).

• HDMI 출력이 60p 또는 60i([60i]가 선택된 경
우), 50p 또는 50i([50i]가 선택된 경우)로 고
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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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레코더를 사용하여 RAW 형식으로 레코딩(별매)

 RAW 모드로 레코딩 준비하기

*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2.0 이상에서 지원됩니
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업그레이드 라이센스가 필요
합니다(5페이지 참조).

설치 키 획득하기

PXW-FS5에서 RAW 레코딩 기능을 사용하려면 
“CBKZ-FS5RIF”(별매)를 구입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설치 키를 획득한 후, 캠코
더에 옵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KZ-FS5RIF"(별매) 설치 설명
서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딩을 위해 장치 연결하기
이 캠코더의 SDI OUT 단자에서 출력되는 신호
를 HXR-IFR5(별매)로 변환하여 AXS-R5(별매)
에 RAW 이미지로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CBKZ-FS5RIF”(별매)를 구입합니다.
↓

설치 키 획득합니다.
↓

캠코더에 옵션을 설치합니다.
↓

RAW 모드로 레코딩 합니다.

*  PXW-FS5M2/FS5M2K에서는 옵션 구입 및 설치가 필
요하지 않습니다.

레코딩을 위해 장치 연결하기

이 캠코더의 SDI OUT 단자에서 출력되는 신호
를 HXR-IFR5(별매)로 변환하여 AXS-R5(별매)
에 RAW 이미지로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 AXS-R5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버전 1.20 이상
이어야 합니다.

RAW 이미지를 촬영할 때, 카메라에서 권장되는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 3200K, 4300K 또는 5500K
– ISO 감도/게인: 최소 ISO 감도/0dB

RAW 이미지 촬영 시 참고 사항

• 캠코더의 START/STOP 버튼을 눌러 외부 레
코더에서 레코딩을 시작/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캠코더의 상태를 LCD 화면에서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RAW로 레코딩 할 때는 외부 레코딩이 항상 
활성화됩니다. 레코딩 트리거 상태가 캠코더
의 LCD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
이콘 설명(7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RAW로 레코딩 할 때는 레코딩 날짜, 시간 및 
컬러 바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플릭커 조정이 비활성화됩니다.
• RAW 이미지는 17:9로 레코딩 되지만 캠코더

의 LCD 화면에는 16:9(Edge Crop)로 표시됩
니다.

• RAW로 레코딩 할 때는 SDI 출력 설정이 비활
성화됩니다.

• 외부 레코더에 레코딩 된 RAW 이미지는 이 
캠코더에서 플레이백 할 수 없습니다. 레코딩 
된 RAW 이미지를 보려면 AXS-R5를 모니터에 
연결한 후 이미지를 플레이백 합니다.

캠코더

75Ω 동축 케이블

(시중에서 구매 가능)
AXS-R5 RAW 

레코더

HXR-IFR5 

인터페이스 유닛

배터리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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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 곡선을 변경하면 감마 곡선의 유형에 따
라 레코딩 되는 이미지(출력)의 다이나믹 레
인지가 변경됩니다.

• 감마 및 레코딩 모드 조합에 따라 이미지에 노
이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RAW 출력만 촬영할 때는 [REC BUTTON 
SETTING] 상태 확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수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할 때는 레코딩 중
인 이미지의 마지막 프레임 일부가 동일한 이
미지입니다. 일부 경우에는 노이즈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RAW 형식으로 레코딩 된 비디오는 렌즈 보정
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 렌즈 보정 설정(메뉴의 CAMERA/PAINT -> 
LENS COMPENSATION)을 OFF로 설정하면 
RAW 비디오와 동일한 비디오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RAW 출력 및 장치 레코딩 형식 선택하기

파일 형식을 RAW로 설정하기

메뉴에서 (REC/OUT SET) → [REC SET] → 
[FILE FORMAT] → [  & XAVC HD] 또는 
[ ]을 선택합니다.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참고

• [  & XAVC HD] 설정으로 레코딩 된 RAW 
이미지 및 XAVC HD 영상은 시작 및 종료 시
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AW 출력 형식 설정하기

(REC/OUT SET) → [REC SET] → [
OUTPUT FORMAT]을 선택하고 원하는 형식을 
선택합니다.

설정(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4096×2160/60p 4096×2160/50p
4096×2160/30p 4096×2160/25p
4096×2160/24p

RAW 출력을 위한 카메라 레코딩 형식

[  OUTPUT FORMAT]을 사용하여 선택된 
형식의 카메라 레코딩 형식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 	OUTPUT	
FORMAT]	설정

카메라	레코딩	형식
(XAVC	HD)

[4096×2160/60p] 1080/60p 50Mbps
[4096×2160/30p] 1080/30p 50Mbps
[4096×2160/24p] 1080/24p 50Mbps

비트 레이트는 50Mbps로 고정됩니다.

[50i]를 선택한 경우:
[ 		OUTPUT	
FORMAT]	설정

카메라	레코딩	형식
(XAVC	HD)

[4096×2160/50p] 1080/50p 50Mbps
[4096×2160/25p] 1080/25p 50Mbps

비트 레이트는 50Mbps로 고정됩니다.

출력 단자의 신호 출력
RAW 출력 중에는 SDI OUT 출력 형식 설정(
(REC/OUT SET) → [VIDEO OUT])에 관계없
이 RAW 신호가 항상 SDI OUT 단자에서 출력
됩니다. RAW가 비활성화된 경우에는 HDMI
와 VIDEO 설정 모두 출력이 동일합니다. 하
지만 [60i] 모드에서 4K SUPER SLOW 또는 
2K SUPER SLOW로 촬영할 때 [SDI/HDMI]가 
2160p/1080p/480i 또는 1080p/480i로 설정된 
경우, 레코딩 및 플레이백 모두에 대해 HDMI 출
력이 1080/60p로 설정됩니다.

: 외부 레코더에서 레코딩을 시작하라는 
트리거를 전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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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레코더를 사용하여 RAW 형식으로 레코딩(별매)(계속)

: 레코딩을 시작하라는 트리거가 외부 레코
더로 전송되었습니다.
아이콘 없음: 레코딩을 시작할 트리거를 외부 레
코더에 전송할 수 없습니다.

 참고

• 화면에 가 표시되더라도 외부 레코더
의 상태(예: 레코딩 미디어의 사용 가능한 공
간 부족, 낮은 배터리 충전량, 캠코더와의 연
결 오류)에 따라 외부 레코더에 대한 레코딩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부 레
코더에 레코딩할 경우에는 레코딩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RAW 4K 수퍼 슬로우 모션

4K 수퍼 슬로우 모션 이미지를 캡처 할 수 있습
니다. 캡처 시간은 약 4초입니다.
메뉴에서 (CAMERA/PAINT) -> [SLOW & 
QUICK] -> [  4K SUPER SLOW]를 선택하
고 다음 항목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정(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  OUTPUT 
FORMAT]

[60i]:
4096×2160/60p
4096×2160/30p
4096×2160/24p
[50i]:
4096×2160/50p
4096×2160/25p

[FRAME RATE]
다음으로 고정됩니다.
[60i]: 120fps
[50i]: 100fps

[REC TIMING]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 HALF

 RAW 2K 수퍼 슬로우 모션

2K 수퍼 슬로우 모션 이미지를 캡처 할 수 있
습니다.메뉴에서 (CAMERA/PAINT) -> 
[SLOW & QUICK] -> [  2K SUPER SLOW]
를 선택하고 다음 항목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정(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 OUTPUT 
FORMAT]

[60i]:
2048×1080/60p
2048×1080/30p
2048×1080/24p
[50i]:
2048×1080/50p
2048×1080/25p

[FRAME RATE]

[60i]:
240fps, 120fps
[50i]:
200fps, 100fps

 RAW S&Q 버튼 설정하기

RAW 모드로 레코딩 할 때 S&Q 버튼에 어사인 
할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SYSTEM) -> [  S&Q BUTTON 
SET]를 선택하고 기능을 선택합니다.

설정(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4K/2K SUPER SLOW]*, [4K SUPER SLOW], 
[2K SUPER SLOW]
설정(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  4K/2K SUPER SLOW]*,
[  4K SUPER SLOW],
[  2K SUPER SLOW]

*  [  4K/2K SUPER SLOW]가 선택된 경
우, S&Q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기능이 [  4K 
SUPER SLOW] -> [  2K SUPER SLOW] -> 
OFF로 순서대로 전환됩니다.

 팁

• 완전 자동 모드가 꺼진 경우에만 사용 가능
합니다. 노출 보정은 수동으로 설정됩니다. 
RAW 4K 수퍼 슬로우 모션 항목 설정(기본 설
정은 굵게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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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HD 레코딩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에 대한 업그레이드 라
이센스가 필요합니다(5페이지 참조).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3.0 이상을 사용하여 지원됩니다(5페이지 
참조).

 MPEG HD로 레코딩 준비하기

MPEG HD 레코딩 기능을 사용하려면 “CBKZ-
SLMP”(별매)를 구입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인
터넷을 통해 설치 키를 받은 다음 캠코더에 옵션
을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BKZ-SLMP"(별매) 설치 설명
서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MPEG HD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CBKZ-SLMP”
(별매)를 구입합니다.

↓
설치 키를 획득합니다.

↓
캠코더에 옵션을 설치합니다.

↓
MPEG HD로 영상을 레코딩 합니다.

 MPEG HD로 레코딩 하기

호환 레코딩 미디어*가 캠코더에 삽입된 경우, 
메뉴에서 MPEG HD 레코딩으로 전환할 수 있습
니다.
*  “권장 메모리 카드”(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REC/OUT	SET)	메뉴	→	 [REC	SET]	→	
[FILE	FORMAT]	→	 [MPEG	HD	422]	또는	

[MPEG	HD	420]을	선택합니다.

2	 	 (REC/OUT	SET)	메뉴	→	 [REC	SET]	→	
[REC	FORMAT]을	선택합니다.

3	레코딩	포맷을	선택합니다.	
MPEG	HD	422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1080/60i 50Mbps 1080/50i 50Mbps
1080/30p 50Mbps 1080/25p 50Mbps
1080/24p 50Mbps –
720/60p 50Mbps 720/50p 50Mbps

MPEG HD 420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1080/60i HQ 1080/50i HQ
1080/30p HQ 1080/25p HQ
1080/24p HQ –
1080/60i(1440) HQ 1080/50i(1440) HQ
720/60p HQ 720/50p HQ

4	레코딩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참고

• MPEG HD로 레코딩할 때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GPS(위치 정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코드 레코딩 및 표시가 지원되지 않습
니다. 플레이백 중 데이터 코드 표시가 ON으
로 설정된 경우 “--”가 표시됩니다.

– 컬러 바는 프록시 레코딩이 OFF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날짜 레코딩은 인터레이스 레코딩 중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MPEG HD로 레코딩 하는 경우 레코딩 된 파
일의 녹화 시간이 6시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레코딩이 정지됩니다.

• MPEG HD에서 릴레이 레코딩의 최대 레코딩 
시간은 약 6시간입니다. 최대 레코딩 시간이 
경과되면 레코딩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74

MPEG HD 레코딩(계속)

• XAVC/MPEG HD 파일의 최대 숫자(600)에 
도달하면 캠코더에서 레코딩을 계속할 수 없
습니다.

• MPEG HD 영상은 메모리 카드에서 [PRIVA 
TE] 안의 [XDROOT] 폴더에 저장됩니다.

프록시 레코딩 정보

프록시 레코딩은 MPEG HD 모드에서 지원됩니
다.레코딩 된 프록시 파일의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록시 레코딩 지원 형식”(79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슬로우 앤 퀵 모션 레코딩

1	 (CAMERA/PAINT)	 메뉴	→ 	 [SLOW	
&	QUICK]	→	 [S&Q	MOTION]	→	 [REC	

FORMAT]을	선택합니다.

2	레코딩	포맷을	선택합니다.	
MPEG	HD	422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1080/30p 50Mbps 1080/25p 50Mbps
1080/24p 50Mbps –

MPEG HD 420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1080/30p HQ 1080/25p HQ
1080/24p HQ –

3	 (CAMERA/PAINT)	메뉴	→	 [SLOW	&	
QUICK]	→	 [S&Q	MOTION]	→	 [FRAME	

RATE]를	선택하고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합

니다.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30fps 25fps
15fps 12fps
8fps 6fps
4fps 3fps
2fps 2fps
1fps 1fps

EXECUTE]를 선택합니다.

5	레코딩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슬로우	앤	퀵	모션	중	[FRAME	RATE]	및	[REC	

FORMAT]	설정의	플레이백	속도

[60i]를 선택한 경우

F R A M E	
RATE

REC	FORMAT

1080/24p 1080/30p

30 80% 느림 100%(표준)
15 160% 빠름 200% 빠름
8 300% 빠름 375% 빠름
4 600% 빠름 750% 빠름
2 1200% 빠름 1500% 빠름
1 2400% 빠름 3000% 빠름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1080/25p

25 100%(표준)
12 208% 빠름
6 417% 빠름
3 833% 빠름
2 1250% 빠름
1 2500%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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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XAVC HD에 대한 동일한 제한 사항 및 주의 사
항이 슬로우 앤 퀵 모션에도 적용됩니다.
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1	 (CAMERA/PAINT)	메뉴	→	 [SLOW	&	
QUICK]	→	 [SUPER	SLOW	MOTION]	→	

[REC	FORMAT]을	선택합니다.

2	레코딩	포맷을	선택합니다.
MPEG HD 422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1080/30p 50Mbps 1080/25p 50Mbps
1080/24p 50Mbps  –

MPEG HD 420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1080/30p HQ 1080/25p HQ
1080/24p HQ –

3	 (CAMERA/PAINT)	메뉴	→	 [SLOW	&	
QUICK]	→	 [SUPER	SLOW	MOTION]	→	

[FRAME	RATE]를	선택하고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60i 50i

960fps 800fps
480fps 400fps
240fps 200fps
120fps 100fps

4	 (CAMERA/PAINT)	메뉴	→	 [SLOW	&	
QUICK]	→	 [SUPER	SLOW	MOTION]	→	

[REC	TIMING]을	선택하고	레코딩	시간을	선

택합니다.

REC	TIMING	설정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 HALF
(시간은 아래 다이어그램 참조)

레코딩 시간 설정은 “[REC TIMING] 및 
[FRAME RATE] 설정에 따른 레코딩 시간”(7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5	[EXECUTE]를	선택합니다.

6	레코딩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레코딩 버튼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 

HALF

시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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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레코딩이 시작되고 종료될 때까지의 레코딩 시
간은 XAVC 레코딩 시간의 약 2배입니다.

수퍼 슬로우 모션 중 [FRAME RATE] 및 

[REC FORMAT] 설정의 플레이백 속도

[60i]를 선택한 경우

F R A M E	
RATE

REC	FORMAT

1080/24p 1080/30p

960 2.5% 느림 3.125% 느림
480 5% 느림 6.25% 느림
240 10% 느림 12.5% 느림
120 20% 느림 25% 느림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1080/25p

800 3.125% 느림
400 6.25% 느림
200 12.5% 느림
100 25% 느림

[REC TIMING] 및 [FRAME RATE] 설정에 

따른 레코딩 시간

레코딩 타이밍 및 프레임 속도에 따른 대략적인 
레코딩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HALF

960 19초 19초 9초
480 10초 10초 5초
240 8초 8초 4초
120 16초 16초 8초

[50i]를 선택한 경우

FRAME	
RATE

REC	FORMAT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HALF

800 23초 23초 11초
400 12초 12초 6초
200 9초 9초 5초
100 19초 19초 10초

 참고

XAVC HD에 대한 동일한 제한 사항 및 주의 사
항이 수퍼 슬로우 모션에도 적용됩니다.
6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PEG HD로 플레이백

MPEG HD로 레코딩 된 영상은 MPEG HD로 플
레이백 할 수 있습니다.

1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2	썸네일	화면에서	 [MPEG	HD	 422]	또는	
[MPEG	HD	420]으로	플레이백	모드를	전환

할	수	있습니다.

3	플레이백을	시작하려는	영상의	썸네일을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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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 HD 출력 형식

MPEG HD의 출력 신호 형식은 XAVC HD와 동
일합니다.
1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8

 권장 메모리 카드

파일	형식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

MPEG HD 422/420 SDXC 메모리 카드(Class 10 또는 U1 이상)
MPEG HD 422/420
(슬로우 앤 퀵 모션, 수퍼 슬로우 
모션)

SDXC 메모리 카드(U3)

MPEG HD 422/420
(프록시 동시 레코딩)

SDXC 메모리 카드(Class 10 또는 U1 이상)
MPEG HD 422/프록시(9Mbps) 동시 레코딩을 위해서는 SDXC 
메모리 카드(U3)가 필요합니다.

 영상 레코딩 예상 시간

단위: 분

MPEG	HD	422
1080 720

50Mbps 50Mbps

64GB 110
(110)

110
(110)

MPEG	HD	422
1080 720

50Mbps 50Mbps

64GB 95
(95)

95
(95)

MPEG	HD	422
1080 720

50Mbps 50Mbps

64GB 105
(105)

100
(100)

MPEG	HD	420
1080 1080(1440) 720

HQ(최대	35Mbps) HQ(최대	35Mbps) HQ(최대	35Mbps)

64GB 175
(175)

175
(175)

170
(170)

MPEG	HD	420
+	PROXY	(9M)

1080 1080(1440) 720

HQ(최대	35Mbps) HQ(최대	35Mbps) HQ(최대	35Mbps)

64GB 140
(140)

140
(140)

135
(135)

MPEG HD 레코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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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HD	420
+	PROXY	(3M)

1080 1080(1440) 720

HQ(최대	35Mbps) HQ(최대	35Mbps) HQ(최대	35Mbps)

64GB 160
(160)

160
(160)

155
(155)

•소니 메모리 카드 사용 시
•괄호( ) 안의 숫자는 최소 레코딩 가능 시간입니다.

 팁

•레코딩할 수 있는 씬의 최대 수는 XAVC 및 MPEG HD의 600개입니다.
•릴레이 레코딩을 사용한 연속 레코딩 시간은 MPEG HD422/MPEG HD420의 경우 6시간입니다.
• 레코딩 씬에 맞게 비트 레이트를 자동으로 조정하기 위해 VBR(가변 비트 레이트)가 파일 형식으

로 사용되는 경우(초당 레코딩 되는 데이터가 달라짐),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 시간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한 이미지가 포함된 영상은 더 높은 비트 레이트로 레코딩 되므
로 메모리 카드의 전체 레코딩 시간이 줄어듭니다.

•각 파일 포맷의 비트 레이트(영상 + 오디오 등)와 픽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MPEG HD 422

50Mbps, 1920×1080
50Mbps, 1280×720

– MPEG HD 420
HQ: 35Mbps(최대) 1920×1080
HQ: 35Mbps(최대) 1440×1080
HQ: 35Mbps(최대) 1280×720

 프록시 레코딩 지원 형식

MPEG HD 422

원본	파일 프록시	파일

이미지 크기 1280×720 640×360
프레임 레이트(fps) 60(50)p 30(25)p 24p 60(50)p 30(25)p 24p

비트 레이트
(Mbps)

9 9 9 3 3 3

1920×1080 60(50)i 50 지원 지원
30(25)p 50 지원 지원
24p 50 지원 지원

1280×720 60(50)p 50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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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 HD 420

원본	파일 프록시	파일

이미지 크기 1280×720 640×360
프레임 레이트(fps) 60(50)p 30(25)p 24p 60(50)p 30(25)p 24p

비트 레이트
(Mbps)

9 9 9 3 3 3

1920×1080 60(50)i HQ 지원 지원
30(25)p HQ 지원 지원
24p HQ 지원 지원

1440×1080 60(50)i HQ 지원 지원
1280×720 60(50)p HQ 지원 지원

 스트리밍 지원 형식

원본	파일(MPEG	HD	422) 프록시	파일

이미지 크기 1280×720 640×360
프레임 레이트(fps) 30(25)p 24p 60(50)p 30(25)p 24p

비트 레이트
(Mbps)

3 3 2 1 1

1920×1080 60(50)i 50 지원 지원
30(25)p 50 지원 지원
24p 50 지원 지원

1280×720 60(50)p 50 지원

원본	파일(MPEG	HD	420) 프록시	파일

이미지 크기 1280×720 640×360
프레임 레이트(fps) 30(25)p 24p 60(50)p 30(25)p 24p

비트 레이트
(Mbps)

3 3 2 1 1

1920×1080 60(50)i HQ 지원 지원
30(25)p HQ 지원 지원
24p HQ 지원 지원

1440×1080 60(50)i HQ 지원 지원
1280×720 60(50)p HQ 지원

MPEG HD 레코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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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 형식 정보

캠코더에서 레코딩 및 플레이백 하기

이 캠코더는 MPEG 형식에 따라 HD로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에 Long-GOP 비디오 압축 형식이 사용
됩니다.

비디오*: MPEG-2 MP@HL
[60i]를 선택한 경우:
1920×1080/60i, 1920×1080/30p, 1920×
1080/24p, 1440×1080/60i, 1280×720/60p

[50i]를 선택한 경우:
1920×1080/50i, 1920×1080/25p, 1440×
1080/50i, 1280×720/50p

비디오*: MPEG-2 422P@HL
[60i]를 선택한 경우:
1920×1080/60i, 1920×1080/30p, 1920×
1080/24p, 1280×720/60p

[50i]를 선택한 경우:
1920×1080/50i, 1920×1080/25p, 1280×
720/50p

오디오: LPCM 2채널
레코딩 미디어: 메모리 카드

*  위에 설명된 것 이외의 설정을 사용하여 MPEG 
형식으로 레코딩 된 데이터는 캠코더에서 플레
이백 할 수 없습니다.

 규격

시스템

비디오	레코
딩	포맷

MPEG HD422: MPEG-2
422P@HL 4:2:2 Long 프로파일

MPEG HD420: MPEG-2
MP@HL 4:2:0 Long 프로파일

MPEG HD 프록시: MPEG-4
AVC/H.264 4:2:0 Long 프로파일

오디오	레코
딩	형식

MPEG HD422: 리니어 PCM
2채널, 24비트, 48kHz

MPEG HD420: 리니어 PCM
2채널, 16비트, 48kHz

MPEG HD 프록시: AAC-LC
2채널, 16비트, 48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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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

다음 단자, 스위치, 다이얼을 사용하여 레코딩할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연결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2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오디오 입력 단자 및 스위치

 INPUT 2 스위치
 INPUT 2 단자
 INPUT 1 단자
 INPUT 1 스위치

오디오 레벨 조절기

 AUTO/MAN(CH-1) 스위치
 AUTO/MAN(CH-2) 스위치
 AUDIO LEVEL(CH-1) 다이얼
 AUDIO LEVEL(CH-2) 다이얼

 내장 마이크로 사운드 레코딩하기

캠코더의 내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I]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J]로	 	 (AUDIO	SET)	→	
[CH1	INPUT	SELECT]	→	[INT	MIC]를	선택

합니다.

3	SEL/SET	다이얼[J]로	 	 (AUDIO	SET)	→	
[CH2	INPUT	SELECT]	→	[INT	MIC]를	선택

합니다.

내장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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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오디오 장치로 사운드 레코딩하기

외부 오디오 제품 또는 내장 마이크 이외의 마이
크를 사용하려면 다음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1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INPUT 1 단자  및 INPUT 2 단자 에 연결
된 제품에 따라 각각 INPUT 1 스위치  및 
INPUT 2 스위치 를 설정합니다.
오디오	장치 스위치	위치

외부 오디오 장치 
(믹서 등) LINE

다이나믹 마이크 또는 
배터리 내장 마이크 MIC

+48V 전원(팬텀 전원) 
마이크 MIC+48V

• +48V 팬텀 전원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을 
연결한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MIC+48V로 
설정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품을 연결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 INPUT 단자에 아무 오디오 장치도 연결되
어 있지 않으면 해당 단자의 INPUT 스위치
를 LINE으로 설정해야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 메뉴의 [INPUT1 TRIM]/[INPUT2 TRIM]에

서 XLR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157페이지). 마이크 감도에 따라 레벨을 
조정합니다.

• 입 력  레 벨 은  - 6 0 d B u ( + 1 2 d B ) 에 서 
-30dBu(-18dB)까지 6dB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48dBu(0dB)입니다.

3	각	채널의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①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②  SEL/SET 다이얼 로  (AUDIO SET) → 

[CH1 INPUT SELECT] → [INPUT1]을 선택

합니다.
③  SEL/SET 다이얼 로  (AUDIO SET) → 

[CH2 INPUT SELECT] → [INPUT2]를 선택
합니다.

 팁

• XLR 플러그가 2개인 스테레오 마이크를 사용
하는 경우 왼쪽 채널(L)을 INPUT 1 단자에 연
결하고 오른쪽 채널(R)을 INPUT 2 단자에 연
결합니다. INPUT 1에 CH-1을, INPUT 2에 
CH-2를 설정합니다.

멀티 인터페이스 슈 호환 마이크(별매)로 
레코딩하기

멀티 인터페이스 슈 호환 마이크를 사용하여 오
디오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1	호환	마이크(별매)를	멀티	인터페이스	슈에	
연결합니다.

2	메뉴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선택합니다.
① MENU 버튼을 누릅니다.
② CH-1을 설정하려면
SEL/SET 다이얼로 (AUDIO SET) → [CH1 
INPUT SELECT] → [MI SHOE MIC]를 선택
합니다.
CH-2를 설정하려면
SEL/SET 다이얼로 (AUDIO SET) → [CH2 
INPUT SELECT] → [MI SHOE MIC]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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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과	CH-2를	모두	설정하려면

위 두 작업을 모두 실행합니다.

 오디오 레코딩 레벨 조정하기

CH-1 및 CH-2를 모두 “INT MIC”로 설정하면 왼
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 모두 CH-1 스위치[C] 및 
다이얼[E]로 조정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AUDIO	 SET)	→	
[CH1	 INPUT	SELECT]	또는	[CH2	 INPUT	

SELECT]를	선택합니다.

3	조정할	채널의	AUTO/MAN	스위치( 	및	 )

를	“MAN”으로	설정합니다.

LCD 화면에 가 나타납니다.

4	레코딩	또는	대기	중	조정할	채널의	AUDIO	
LEVEL	다이얼( 	또는	 )을	돌립니다.

자동	조정을	복원하려면

수동으로 조정된 채널의 AUTO/MAN 스위치
(  및 )를 “AUTO”로 설정합니다.

 헤드폰 출력 설정하기

*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2.0 이상을 사용하여 지
원됩니다(5페이지 참조).

헤드폰 오디오 설정하기

메뉴에서 (AUDIO SET) → [HEADPHONE 
OUT]을 선택하고 출력할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설정
(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출력	오디오

좌측(L) 우측(R)

STEREO CH-1 CH-2
MIX MONO CH-1+CH-2 CH-1+CH-2
CH1 CH-1 CH-1
CH2 CH-2 CH-2

오디오 설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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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버튼/다이얼에 기능 지정

일부 기능은 ASSIGN 버튼 또는 ASSIGN 다이얼
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SSIGN1 ~ 6 버튼 및 
ASSIGN 다이얼 하나마다 기능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시된 페이지 번
호를 참조하십시오.

각 ASSIGN 버튼의 기본 기능

• ASSIGN1: S&Q MOTION(63페이지)
• ASSIGN2: PICTURE PROFILE(103페이지)
• ASSIGN3: STATUS CHECK(123페이지)
• ASSIGN4: FOCUS MAGNIFIER(46페이지)
• ASSIGN5: DIRECT(61페이지)
• ASSIGN6: (지정되지 않음)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 (기능을 지정하지 않음)
• FOCUS MAGNIFIER(46페이지)
• LAST SCENE REVIEW(113페이지)
• WB PRESET(55페이지)
• AE SHIFT(149페이지)
• CENTER SCAN(150페이지)
• STEADYSHOT(151페이지)
• S&Q MOTION(63페이지)
• IRIS PUSH AUTO(50페이지)
• FACE DETECTION(47페이지)
• COLOR BAR(152페이지)
• DIRECT(61페이지)
• MENU(139페이지)
• PICTURE PROFILE(103페이지)
• VOLUME(155페이지)
• HISTOGRAM(158페이지)
• ZEBRA(54페이지)
• PEAKING(158페이지)
• MARKER(158페이지)
• CAMERA DATA DISPLAY(159페이지)
• AUDIO LEVEL DISPLAY(160페이지)
• DATA CODE(122, 161페이지)

• GAMMA DISP ASSIST(111페이지)
• TC/UB DISPLAY(162페이지)
• DISPLAY(122, 134, 135페이지)
• SMARTPHONE CONNECT(88페이지)
• STREAMING(97페이지)
• STREAM OPERATION(98페이지)
• FTP TRANSFER(99페이지)
• STATUS CHECK(123페이지)
• REC LAMP[F] (166페이지)
• REC LAMP[R] (166페이지)
• THUMBNAIL(119페이지)
• AUTO ND FILTER (54페이지)

ASSIGN 다이얼의 기본 기능

• IRIS(50페이지)

ASSIGN 다이얼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

• – (기능을 지정하지 않음)
• IRIS(50페이지)
• ND FILTER(53페이지)
• ISO/GAIN(51페이지)
• AE SHIFT(149페이지)
• FOCUS(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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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버튼/다이얼에 기능 지정(계속)

1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 로	 	 (SYSTEM)	→	

[ASSIGN	BUTTON]을	선택합니다.

3	SEL /SET 	 다이얼 로	 기능을	 지정할	

ASSIGN	버튼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

니다.

ASSIGN 버튼에 아무 기능도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가 나타납니다.

4	SEL/SET	다이얼 로	지정할	기능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5	SEL/SET	다이얼 로	[OK]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ASSIGN 다이얼에 기능 지정하기

①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②  SEL/SET 다이얼 로  (SYSTEM) → 

[ASSIGN DIAL]을 선택합니다.
③ SEL/SET 다이얼 로 지정할 기능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ASSIGN1 ~ 3 버튼

ASSIGN 다이얼

ASSIGN5 버튼

ASSIGN4 버튼

ASSIGN6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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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기능 사용

 캠코더의 Wi-Fi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작업

캠코더의 Wi-Fi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을 사용하
여 원격으로 캠코더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카메라 리모컨처럼 사용하기

(원터치 리모트(NFC))

필수 장비/환경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컴퓨터

 “Content Browser Mobile” 다운로드하기

스마트폰을 캠코더의 리모컨으로 사용하려면 스
마트폰에 전용 애플리케이션 “Content Browser 
Mobile”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Content 
Browser Mobile”이 이미 설치된 경우 필요에 따
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Android OS

Google Play에서 “Content Browser Mobile”을 
검색한 다음, 설치하십시오.

• NFC 원터치를 사용하는 경우 Android 4.1 이
상이 필요합니다.

•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Google Play가 지원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을 경우 인
터넷에서 “Content Browser Mobile”을 검색
한 다음 설치하십시오.

iOS

App Store에서 “Content Browser Mobile”을 검
색한 다음, 설치하십시오.

iOS 7.0 이상이 필요합니다.
• iOS를 사용하는 경우 NFC 원터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캠코더의 NFC 원터치 기능을 사용하려면 
NFC 호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컴퓨터가 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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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명서에 수록된 Wi-Fi 기능은 일부 스마
트폰 또는 태블릿 컴퓨터에서 제대로 작동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의 작업 및 화면 디스플레이는 
향후 업그레이드에 의해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터치 연결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NFC 기
능이 탑재된 Android 스마트폰에 연결하기

1	스마트폰에서	 [Sett ings]을	선택한	다음	
[More...]를	선택하고	[NFC]	옆에	확인	표시

를	합니다.

2	캠코더를	촬영	모드로	전환합니다.
화면에  (N 마크)가 표시되는 경우에만 
NFC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폰을	캠코더에	가까이	댑니다.
스마트폰이 캠코더에 연결되고 “Content 
Browser Mobile”이 시작됩니다.
캠코더에서 [CTRL W/SMARTPHONE]이 시
작됩니다.

 팁

• 먼저 스마트폰의 대기 모드와 화면 잠금을 취
소하십시오.

• ”Content Browser Mobile”이 시작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캠코더에 계속(1 ~ 2초) 접촉하십
시오.

• [CTRL W/SMARTPHONE]이 활성화된 상태
에서는 캠코더의 START/STOP 버튼과 핸들 
레코딩 버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RPLANE MODE]가 [ON]으로 설정된 경
우 스마트폰을 캠코더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AIRPLANE MODE]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163페이지).

 스마트폰을 캠코더 리모컨처럼 사용하기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캠코더의 촬영 기능 중 일
부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NFC 기능을 
사용하여 [CTRL W/SMARTPHONE]을 시작하
려면 8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CTRL	W/SMARTPHONE]을	선택합니다.

Wi-Fi 기능 사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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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버튼

아이리스, 포커스, 줌 버튼

Start/Stop 버튼

3	캠코더를	연결할	준비가	되면	화면에	나타나
는	정보에	따라	스마트폰을	캠코더에	연결합

니다.

연결 방법은 스마트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
니다.
Android: 89페이지
iPhone/iPad: 90페이지

4	스마트폰으로	캠코더를	조작합니다.

 참고

• 스마트폰 성능 및/또는 전송 상태에 따라 라이
브 뷰 이미지가 부드럽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스마트폰에 동영상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 사용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 [SMARTPHONE CONNECT]를 ASSIGN 버튼
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 화면이 표시될 때 해당 ASSIGN 버튼을 
눌러 [CTRL W/SMARTPHONE]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85페이지).

[CTRL W/SMARTPHONE]을 사용하여 제

어할 수 있는 기능

• 레코딩 시작/정지
• 터치 포커스
   -  매뉴얼 포커스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줌
• 아이리스 조정

 참고

• 터치 포커스 사용 중에는 기타 조작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NFC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기
(Android)

1	스마트폰에서	[Settings]를	선택한	다음,	[Wi-
Fi]와	SSID(캠코더에	표시됨)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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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코더에	표시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처
음에만).

3	캠코더에	표시된	SSID	연결을	확인합니다.

 팁

• 다음 번에 캠코더에 연결하려면 Connect 
메뉴의 장치 목록에서 캠코더를 선택하고 
[Connect]를 선택하십시오.

4	홈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Content	Browser	
Mobile”을	시작합니다.

“Content Browser Mobile”이 시작된 후 조작하
는 방법은 “Content Browser Mobile”의 도움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NFC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기
(iPhone/iPad)

1	iPhone	또는	iPad에서	[Settings]를	선택한	
다음,	[Wi-Fi]와	SSID(캠코더에	표시됨)를	선

택합니다.

Wi-Fi 기능 사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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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캠코더에	표시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처
음에만).

3	캠코더에	표시된	SSID	연결을	확인합니다.

4	홈	화면으로	돌아간	다음	“Content	Browser	
Mobile”을	시작합니다.

“Content Browser Mobile”이 시작된 후 조작하
는 방법은 “Content Browser Mobile”의 도움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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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능 사용

캠코더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동영상을 실시간
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레코딩된 파일을 FTP 서버
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무선 LAN 구성하기

무선 LAN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네트워크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선택 및 등록

무선 LAN을 사용하여 캠코더와 액세스 포인트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Fi	SET]	→	[ACCESS	POINT	SET]을	선

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연결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등록할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등록하려는 액세스 포인트가 표시되지 않으
면 [Manual setting]을 선택하고 설정을 수동
으로 구성합니다(94페이지).

4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Next]를	선택합니
다.

비밀번호 입력은 가 표시되지 않는 액세스 
포인트에만 필요합니다.

5	액세스	포인트	설정을	구성합니다.

IP	주소

IP 주소 구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Manual]을 선택한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IP 주
소 구성 항목을 입력한 후 [OK]를 선택합니다.

우선	연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 우선 순위를 구성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팁

• IP ADDRESS SET 화면에서 [DNS server 
setting]을 선택하면 DNS 서버 설정 화면이 나
타납니다.

6	[Register]를	선택합니다.
•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 액세스 포인트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Registered.]가 나타납니다. 등록된 액세
스 포인트의 SSID도 표시됩니다.

7	 	→	 를	선택한	다음	MENU	버튼을	눌

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WPS	기능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	등록하기

액세스 포인트가 WPS 기능을 지원한다면 액세
스 포인트를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액세스	포인트를	켭니다.

2	캠코더의	전원을	켭니다.

3	MENU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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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Fi	SET]	→	[WPS]를	선택합니다.

• 잠시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
다.

5	2분	이내에	액세스	포인트의	WPS	버튼을	누
릅니다.

• WPS 버튼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
스 포인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 액세스 포인트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Registered.]가 나타납니다. 등록된 액세
스 포인트의 SSID도 표시됩니다.

•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화
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K]를 선택한 
다음 4단계 [WPS] 선택 작업부터 절차를 
반복합니다.

6	 	→	 를	선택한	다음	MENU	버튼을	눌

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참고

• 사용 중인 액세스 포인트에서 지원하는 기능
과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액세스 포인트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 장애물 및 벽, 무선 주파수 상황 등 주변 환경
에 따라 캠코더와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할 수 
없거나, 성공적인 통신에 필요한 둘 사이의 거
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옮기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캠코더와 액세스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줄이십시오.

WPS PIN 방식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 

등록하기

액세스 포인트의 PIN 코드를 입력하여 액세스 
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Fi	SET]	→	[ACCESS	POINT	SET]을	선

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연결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3	[Manual	setting]	→	[WPS	PIN]을	선택합니
다.

 팁

• 캠코더에 액세스 포인트 10개가 등록되었다면 
다른 액세스 포인트를 등록할 수 없으며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Delete]를 선택하고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은 액세스 포인트를 모두 삭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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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능 사용(계속)

4	연결할	액세스	포인트에	캠코더	화면에	표시
되는	PIN	코드를	입력합니다.

•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 액 세 스  포 인 트 가  성 공 적 으 로  등 록 되 면 

[Registered.]가 나타납니다. 등록된 액세스 
포인트의 SSID도 표시됩니다.

5	 	→	 를	선택한	다음	MENU	버튼을	눌

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참고

• 사용 중인 액세스 포인트에서 지원하는 기능
과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액세스 포인트 관리자에
게 문의하십시오.

• 장애물 및 벽, 무선 주파수 상황 등 주변 환경
에 따라 캠코더와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할 수 
없거나, 성공적인 통신에 필요한 둘 사이의 거
리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옮기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캠코더와 액세스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줄이십시오.

수동으로 액세스 포인트 등록하기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Fi	SET]	→	[ACCESS	POINT	SET]을	선

택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연결할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3	[Manual	setting]	→	[Manual	regist.]를	선택
합니다.

 참고

• 캠코더에 액세스 포인트 10개가 등록되었다면 
다른 액세스 포인트를 등록할 수 없으며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Delete]를 선택하고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은 액세스 포인트를 모두 삭제
하십시오.

4	표시되는	화면에서	SSID를	입력한	다음	
[Next]를	선택합니다.

5	보안	방식을	선택합니다.
[WEP] 또는 [WPS]가 표시되면 표시되는 화
면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Next]를 선택합니
다.

6	액세스	포인트	설정을	구성합니다.

IP	주소

IP 주소 구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Manual]을 선택한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IP 
주소 구성 항목을 입력한 후 [OK]를 선택합니
다.

우선	연결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 우선 순위를 구성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팁

• IP ADDRESS SET 화면에서 [DNS server 
setting]을 선택하면 DNS 서버 설정 화면이 나
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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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gister]를	선택합니다.
•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 액세스 포인트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Registered.]가 나타납니다. 등록된 액세
스 포인트의 SSID도 표시됩니다.

8	 	→	 를	선택한	다음	MENU	버튼을	눌

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장치	이름	변경하기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Fi	SET]	→	[EDIT	DEVICE	NAME]을	선

택합니다.

“Wi-Fi Direct” 및 기타 장치가 나타납니다.
장치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아래 절차를 사용
하여 키보드에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키보드 사용 방법

화면	항목 기능

 문자 유형 전환 문자를 알파벳 문자, 숫자, 
기호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키보드 선택하는 순서대로 문자가 
표시됩니다.

 공백 공백을 입력합니다.
 입력 상자 입력한 문자가 표시됩니다.

 커서 이동
입력 상자에 있는 커서를 왼
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
니다.

 삭제 커서 앞의 문자를 삭제합니
다.

 ⇧ 알파벳 문자의 대문자와 소
문자를 전환합니다.

 확인 입력 작업을 확인합니다.

입력 도중에 문자를 취소하려면 를 누르십시
오.

연결	정보	초기화하기

[CTRL W/ SMARTPHONE]을 사용하기 위해 등
록한 연결 정보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Fi	SET]	→	[SSID/PW	RESET]을	선택합

니다.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3	[OK]를	선택합니다.

 참고

• 연결 정보가 초기화되면 캠코더에 연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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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의 MAC 주소 표시하기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Fi	SET]	→	[DISP	MAC	ADDRESS]를	선

택합니다.

캠코더의 MAC 주소가 표시됩니다.

 비행기 모드 사용하기

Wi-Fi 관련 설정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비
행기에 탑승하는 경우 등).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AIRPLANE	MODE]를	선택합니다.

3	[ON]을	선택합니다.

 유선 LAN 구성하기

유선 LAN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네트워크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1	LAN	케이블(별매)을	사용하여	캠코더의	유선	
LAN	단자를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3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WIRED	LAN	SET]	→	[IP	ADDRESS	SET]

을	선택합니다.

라우터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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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세스	포인트	설정을	구성합니다.
IP	주소

IP 주소 구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Manual]을 선택한 경우, 화면에 표시되는 IP 
주소 구성 항목을 입력한 후 [OK]를 선택합니
다.

 팁

• IP ADDRESS SET 화면에서 [DNS server 
setting]을 선택하면 DNS 서버 설정 화면이 나
타납니다.

 스트리밍 기능 사용하기(STREAMING)

캠코더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외부 장치에 실
시간으로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포맷

원본 동영상 파일과 스트리밍 동영상 파일의 크
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트리
밍 지원 포맷”(183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스트리밍 구성하기(프리셋 등록)

해당 설정을 사용하여 스트림을 배포하기 전에 
스트리밍 설정을 구성하고 PRESET을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SIZE

스트리밍할 이미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 1280×720
   - 640×360

 팁

• 스트리밍 배포 안정성을 높이려면 “640×360”
을 선택하십시오.

DESTINATION SET

스트리밍 배포 대상을 구성합니다.
- 	Host	Name: 수신 장치의 IP 주소 또는 호스

트 이름
-  Port: 수신 장치에 스트리밍하는 데 사용할 

포트 이름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STREAMING]	→	원하는	PRESET	번호	→	

구성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설정값을	선택/설정합니다.

4	MENU	버튼을	누르면	촬영	화면으로	돌아갑
니다.

스트리밍 배포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촬영 중인 동영상의 스
트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1	네트워크	연결	설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92페이지).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3	 	 (NETWORK	SET)	→	[STREAMING]	→	

[EXECUTE]	→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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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연결이 시작됩니다.

• 스트리밍을 취소하려면 MENU 버튼 또는 
[STREAMING] 기능이 할당된 ASSIGN 버
튼을 누른 다음 를 선택합니다.

• 연결에 성공하면 화면에 가 나타나며 
캠코더에서 스트리밍을 시작할 준비가 완
료됩니다.

4	THUMBNAIL	버튼을	눌러	스트리밍	배포를	
시작합니다.

• 화면의 아이콘이 로 바뀝니다.

 팁

• [STREAMING]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85페이지). 기능이 지정된 ASSIGN 
버튼을 누르면 네트워크 연결 설정 화면이 표
시됩니다.

• [STREAM OPERATION]을 ASSIGN 버튼에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 지정된 ASSIGN 버
튼을 누르면 스트리밍 배포가 시작됩니다(85
페이지).

• XAVC 또는 AVCHD 동영상을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하는 동시에 스트림을 배포하려면 캠코
더가 스트리밍 대기 상태가 된 후에 레코딩을 
시작하십시오.

• 스트리밍 배포 대기 도중 또는 스트리밍 배포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RECONNECT]가 나타나면 이를 선택하
여 캠코더를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END]
를 선택하면 캠코더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다
시 연결하려면 1단계부터 절차를 반복합니다.

 참고

• 다음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는 스트리밍 기능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플레이백 중
- 썸네일이 표시되는 중
- 파일 포맷이 AVCHD이고 다음 포맷을 사용

하는 경우:
1080/60p, 1080/50p, 720/60p, 720/50p
-  파일 포맷이 XAVC QFHD이고 다음 포맷을 

사용하는 경우:
2160/30p 100Mbps, 2160/24p 100Mbps, 

2160/25p 100Mbps
•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는 다음 기능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슬로우 & 퀵 모션
- PROXY REC MODE
- 수퍼 슬로우 모션
- FACE DETECTION
- COLOR BAR
- CENTER SCAN
- DATE REC
- SIMULTANEOUS REC/RELAY REC

• [AIRPLANE MODE]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유선 LAN 연결만이 지원됩니다.

• 스트리밍 배포는 원본 비디오 및 오디오 데이
터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합니다.

• 따라서 데이터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습니다.
• 스트리밍 데이터가 수신 장치에 수신되고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소 또는 다른 설정을 잘못 구성한 경우 데이

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일부 프레임이 플레이

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빠르게 변하는 씬의 화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중의 캠코더 조작

스트리밍 중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
니다. 캠코더를 조작하려면 하드웨어 스위치 및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메뉴를 사용한 조작은 지
원되지 않습니다.
• 줌
• 포커스
• 출력 오디오 레벨을 조정하려면 AUDIO 

LEVEL 다이얼을 사용하여 입력 레벨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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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
• 노출 조정(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

도)
• 화이트 밸런스

스트리밍 배포를 중단하려면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팁

• [STREAM OPERATION]이 지정된 ASSIGN 버
튼을 눌러 스트리밍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85페이지).

 FTP 전송 기능 사용하기

캠코더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레코딩된 동영상 
파일을 직접 FTP 서버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프
록시 파일 또한 전송할 수 있습니다.

FTP 서버 등록하기

FTP 전송을 사용하려면 FTP 서버를 등록해야 
합니다. 최대 3개의 서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FTP SERVER1을 등록하는 절차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FTP	TRANSFER]	→	[FTP	SERVER1]을	선

택합니다.

FTP SERVER1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3	각	설정	항목	이름을	선택하고	FTP	SER	
VER1	설정을	입력합니다.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하고 [OK]를 선택합
니다.

 팁

• 키보드 입력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5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ISPLAY NAME

등록하려는 FTP 서버의 표시 이름을 입력합니다.

DESTINATION SET

• Host	Name: 서버의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

•	Secure	Protocol: 보안 FTP 전송 활성화/
비활성화

•	Port: FTP 서버의 포트 번호
• Directory: 전송 대상 디렉터리

USER INFO SET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참고

• [Secure Protocol]을 [ON]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OFF]로 설정하면 FTP 서버와의 통
신이 도청되거나 잘못된 FTP 서버로 연결되는 
경우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동영상 파일 데
이터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FTP	서버	선택하기

등록된 서버의 목록에서 FTP 전송에 사용할 FTP 
서버를 선택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FTP	TR	ANSFER]	→	 [FTP	SERVER	

SELECT]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서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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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전송 사용하기

연결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FTP로 파일을 전송
할 수 있습니다.

1	네트워크	설정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92페이지).

2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3	전송하려는	파일이	저장된	미디어와	파일	포
맷을	썸네일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4	MENU	버튼을	누릅니다.

5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FTP	TRANSFER]	→	[EXECUTE]	→	네트워

크	연결	방식을	선택합니다.

• 네트워크 연결이 시작됩니다.
• FTP 서버와 연결되면 썸네일 화면이 나타

납니다.
• 3단계에서 파일 포맷을 [XAVC]로 설정한 

경우 “Main” 및 “PROXY”를 사용하여 전송
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6	전송할	파일의	썸네일을	선택하고	 를	선

택합니다.

• 파일을 최대 10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미리 보려면 DISPLAY 버튼을 누

릅니다.
• 프록시 파일이 있는 파일의 썸네일에는 

가 표시됩니다.

7	FTP	전송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캠코더를	끌
지(YES)	또는	끄지	않을지(NO)	선택합니다.

• 파일 전송이 시작됩니다.

   

• 전송을 취소하려면 [Cancel]을 선택합니다.
• 7단계에서 [YES]를 선택한 경우, 전송이 완

료되면 캠코더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NO]를 선택한 경우 [OK]를 선택합니다.
파일 전송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캠코더에서 레코딩한 파일만 FTP를 사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파일 전송이 시작된 후 메모리 카드를 교체하
지 마십시오.

• 촬영 모드에서는 FTP 전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일 전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THUMBNAIL 버튼을 눌러 플레이백 모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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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십시오.
• [AIRPLANE MODE]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유선 LAN 연결만이 지원됩니다.

FTP 전송 결과 확인하기

모든 파일이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전송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꺼지도록 캠
코더를 구성한 경우, 전송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NETWORK	SET)	→	[FTP	TRANSFER]	

→	[FTP	RESULT]를	선택합니다.

• 전송 결과가 표시됩니다.
• 표시되는 전송 결과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

됩니다.
Date

전송 시작 날짜 및 시간
Number	of	Contents

전송된 콘텐츠 수/전송된 총 콘텐츠 수
Result

전송 결과

 루트 인증서 가져오기

FTP 전송에서 [Secure Protocol]을 [ON]으로 설
정한 경우 FTP 서버 인증을 위해 루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 캠코더에는 루트 인증서가 내장
되어 있으며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루트 인증
서를 업데이트하려면 인증서를 메모리 카드에 
저장한 다음 메모리 카드에서 인증서를 가져오
십시오.

1	메모리	카드에	루트	인증서를	기록합니다.
메모리 카드의 루트 디렉터리에 파일 이름을 
“certification.pem”으로 하여 PEM 포맷으로 
인증서를 기록합니다.

2	루트	인증서가	있는	메모리	카드를	캠코더의	
메모리	카드	슬롯	A에	삽입합니다.

3	MENU	버튼을	누릅니다.

4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ROOT	CERTIFICATE]	→	[OK]를	선택합니

다.

• 루트 인증서 가져오기가 시작됩니다.
• “Completed.”가 표시되면 인증서 가져오기

가 성공한 것입니다. 선택하면 화면이 닫힙
니다.

 참고

• 인증서를 가져오는 도중에 메모리 카드를 꺼
내지 마십시오.

•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하면(102페이지) 메모
리 카드에서 가져온 루트 인증서가 삭제되며 
캠코더의 루트 인증서가 초기화됩니다.

무선 네트워크 기능 참고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해 캠코더에 로드된 대상
의 무단 액세스 또는 무단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소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선 LAN 장치를 사용할 때의 보안 주의사

항

• 해킹, 악의적인 제3자의 액세스 및 기타 취약
점을 방지하려면 무선 LAN이 항상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 무선 LAN에 보안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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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 불충분한 보안 조치 또는 예측 가능한 상황으

로 인해 발생된 문제의 결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소니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하기

네트워크 설정을 초기화하면 다음 설정이 초기
화됩니다.
• 스마트폰으로 조작하기 위한 SSID/비밀번호
• 스트리밍 설정(97페이지)
• FTP 전송 설정(99페이지)
• FTP 전송 결과(101페이지)
• 유선 LAN 설정(96페이지)
• 액세스 포인트 설정(92 ~ 95페이지)
• 장치 이름(95페이지)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	→	

[NETWORK	RESET]	→	[OK]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적절한 설정 선택하기 
(완전 자동 모드 설정)

레코딩할 씬에 적절하게 설정을 최적화할 수 있
습니다.

FULL	AUTO	버튼 을	눌러	완전	자동	모드를	

켭니다.

FULL AUTO 버튼 표시등이 켜집니다.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화이트 밸
런스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경우 수동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완전	자동	모드를	끄려면

FULL AUTO 버튼[A]을 눌러 표시등을 끕니다.

 참고

• FULL AUTO 버튼을 ON(켜짐)으로 설정하면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 경우 수동
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완전 자동 모드가 켜진 경우 다음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슬로우 & 퀵 모션
- 수퍼 슬로우 모션



103

레
코
딩

 화질 사용자 정의하기(픽쳐 프로파일)

[GAMMA] 및 [DETAIL]과 같은 픽쳐 프로파일 
항목을 조정하여 화질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
니다. 시간이나 날씨에 맞추거나 개인적인 선호
도에 따라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캠
코더를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하고 TV 또는 모
니터 화면을 확인하면서 영상을 조정합니다.
다양한 레코딩 조건에 해당하는 화질 설정이 
[PP1] ~ [PP10]에 기본 설정으로 저장되어 있습
니다.
픽쳐	프로파일	번호 설정	예

OFF 픽쳐 프로파일을 사용하지 
않음

PP1 [STANDARD] 감마를 이용
한 색조 설정 예

PP2

[STILL] 감마를 이용한 렌
즈 교환식 스틸 카메라 동
영상과 유사한 색조 설정 
예

PP3 [ITU709] 감마를 이용한 
자연스러운 색조 설정 예

픽쳐	프로파일	번호 설정	예

PP4 [ITU709]에 충실한 색조 
설정 예

PP5 [CINE1] 감마를 이용한 색
조 설정 예

PP6 [CINE2] 감마를 이용한 색
조 설정 예

PP7 [S-LOG2] 감마를 사용하
여 촬영할 때의 권장 설정

PP8

[S-LOG3] 감마 및 
S-GAMUT3.CINE 컬러 모
드를 사용하여 촬영할 때
의 권장 설정

PP9

[S-LOG3] 감마 및 
S-GAMUT3 컬러 모드를 
사용하여 촬영할 때의 권
장 설정

PP10 HDR로 촬영하기 위한 설
정입니다.

1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 로	 	 (CAMERA/

PAINT)	→	[PICTURE	PROFILE]	→	원하는	

번호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선택한 픽쳐 프로파일 설정으로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3	SEL/SET	다이얼[A]로	[OK]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픽쳐 프로파일 레코딩을 취소하려면

2단계에서 SEL/SET 다이얼 로 [OFF]를 선택
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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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프로파일을 변경하려면

[PP1] ~ [PP10]에 저장된 픽쳐 프로파일의 설정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②  SEL/SET 다이얼[A]로  (CAMERA/

PAINT) → [PICTURE PROFILE] → 변경하려
는 픽쳐 프로파일 번호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
을 누릅니다.

③  SEL/SET 다이얼 로 [SETTING]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④  SEL/SET 다이얼 로 조정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⑤  SEL/SET 다이얼 로 화질을 조정한 다음 다
이얼을 누릅니다.

⑥  다른 항목을 조정하려면 (4), (5)단계를 반복
합니다.

⑦  SEL/SET 다이얼 로 [  RETURN]을 선택
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⑧  SEL/SET 다이얼 로 [OK]를 선택한 다음 다
이얼을 누릅니다.

   픽쳐 프로파일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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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LEVEL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15 ~ +15

GAMMA

감마 곡선을 선택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STANDARD] 동영상용 표준 감마 곡선
[STILL] 렌즈 교환식 스틸 카메라 동영상과 유사한 감마 곡선

[CINE1] 어두운 부분의 명암을 줄이고 밝은 부분의 톤 변화를 강조하여 부드러운 
컬러 이미지를 만듭니다(HG4609G33에 대응).

[CINE2]
[CINE1]과 거의 동일한 효과이며. 편집 등의 작업 시 비디오 신호의 
100% 범위 내에서 이미지를 처리하려는 경우 선택합니다.(HG4600G30
에 대응).

[CINE3] [CINE1] 및 [CINE2]보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간의 명암을 높여 어
두운 부분의 톤 변화를 강조합니다.

[CINE4] [CINE3]보다 어두운 부분의 명암을 높입니다. [STANDARD]에 비해 어
두운 부분의 명암이 약해지고 밝은 부분의 명암은 강해집니다.

[ITU709] ITU-709에 해당하는 감마 곡선. 조도가 낮은 영역의 게인: 4.5

[ITU709(800%)] [S-LOG2] 또는 [S-LOG3]를 사용하여 촬영할 때 씬을 확인하기 위한 감
마 곡선

[S-LOG2] [S-LOG2] 감마 곡선. 레코딩 후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에서 편집하는 것
을 가정한 설정입니다.

[S-LOG3] [S-LOG3] 감마 곡선. 필름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감마 곡선이며, 레코딩 
후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에서 편진하는 것을 가정한 설정입니다.

BLACK GAMMA

저조도 영역의 감마를 보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RANGE] 보정 범위를 선택합니다.
HIGH / MIDDLE / LOW

[LEVEL] 보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7(최대 블랙 압축) ~ +7(최대 블랙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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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EE

비디오 신호 압축의 니 포인트와 슬로프를 설정하여 피사체에서 조도가 높은 부분의 신호를 캠코더
의 다이나믹 레인지 내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노출을 방지합니다.
[GAMMA]를 [CINE1], [CINE2], [CINE3], [CINE4], [STILL], [ITU709(800%)], [S-LOG2] 또는 
[S-LOG3]로 설정한 경우, [MODE]를 [AUTO]로 설정하면 [KNEE]가 OFF로 설정됩니다. [KNEE] 기
능을 사용하려면 [MODE]를 [MANUAL]로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MODE]
자동 또는 수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AUTO]: 니 포인트와 슬로프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MANUAL]: 니 포인트와 슬로프를 직접 설정합니다.

[AUTO SET]
[AUTO] 모드에서 최대 포인트와 감도를 설정합니다.

[MAX POINT]: 니 포인트의 최대값을 설정합니다. 90% ~ 100%
[SENSITIVITY]: 감도를 설정합니다. HIGH / MIDDLE / LOW

[MANUAL SET]

[MANUAL] 모드에서 니 포인트와 슬로프를 설정합니다.
[POINT]: 니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75% ~ 105%
[SLOPE]: 니 슬로프를 설정합니다. -5(완만) ~ +5(가파름) 
              +5로 설정하면 [KNEE]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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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MODE

컬러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STANDARD] [GAMMA]를 [STANDARD]로 설정했을 때 적합한 색조
[STILL] [GAMMA]를 [STILL]로 설정했을 때 적합한 색조
[CINEMA] [GAMMA]를 [CINE1]으로 설정했을 때 적합한 색조
[PRO] [GAMMA]를 [ITU709]로 설정했을 때 적합한 색조
[ITU709 MATRIX] ITU-709에 해당하는 감마 곡선.
[B/W] 흑백
[S-GAMUT/3200K] 아래 세 가지 설정과 세 가지 색온도의 조합을 적용합니다.

S-GAMUT:           [GAMMA]를 [S-LOG2]로 설정했을 때 사용하며, 레코
딩 후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에서 편집하는 것을 가정
한 설정입니다.

S-GAMUT3.CINE:[GAMMA]를 [S-LOG3]로 설정했을 때 사용하며, 레코
딩 후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에서 편집하는 것을 가정
한 설정입니다.

                           디지털 시네마 색영역으로 손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색영역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S-GAMUT3:         [GAMMA]를 [S-LOG3]로 설정했을 때 사용하며, 레코
딩 후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에서 편집하는 것을 가정
한 설정입니다.

                           넓은 색영역으로 레코딩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3200K:3200K 색온도
4300K:4300K 색온도
5500K:5500K 색온도

[S-GAMUT/4300K]
[S-GAMUT/5500K]
[S-GAMUT3.
CINE/3200K]
[S-GAMUT3.
CINE/4300K]
[S-GAMUT3.
CINE/5500K]
[S-GAMUT3/3200K]
[S-GAMUT3/4300K]

[S-GAMUT3/5500K]

 참고

• [COLOR MODE]에서 S-GAMUT, S-GAMUT3 또는 S-GAMUT3.CINE를 선택한 경우 화이트 밸런
스 설정에 따라 설정이 3200, 4300 또는 5500으로 고정됩니다.

SATURATION

컬러 레벨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32(밝음) ~ +32(어두움)

COLOR PHASE

컬러 위상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7(녹색을 띰)∼+7(적색을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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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DEPTH

각 컬러 위상의 색농도를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유채색에 더 효과적이며 무채색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설정값을 양수 쪽으로 높일수록 컬러가 진하게 나타나며, 값을 음수 쪽으로 줄일수록 더 엷게 나타납
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R] -7(연한 적색) ~ +7 (진한 적색)
[G] -7(연한 녹색) ~ +7 (진한 녹색)
[B] -7(연한 청색) ~ +7 (진한 청색)
[C] -7(연한 청록색) ~ +7 (진한 청록색)
[M] -7(연한 심홍색) ~ +7 (진한 심홍색)
[Y] -7(연한 황색) ~ +7 (진한 황색)

COLOR CORRECTION

컬러 보정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TYPE

컬러 보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OFF]: 컬러를 보정하지 않습니다.
[COLOR REVISION]: 메모리에 저장된 컬러를 보정합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은 컬러([COLOR EXTRACT] 설정 시 흑백으로 표
시됨)는 보정되지 않습니다.
[COLOR EXTRACT]: 메모리에 저장된 영역을 컬러로 표시합니다.
다른 영역은 흑백으로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동영상에 효과를 
추가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할 컬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MORY SELECTION

활성화할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1]: 메모리 1을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2]: 메모리 2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1&2]: 메모리 1과 2를 모두 활성화하도록 설정합니다.

MEMORY1 COLOR

메모리 1에 저장된 컬러를 설정합니다.
[PHASE]: 컬러 위상을 설정합니다.
0(보라색) - 8(적색) - 16(황색) - 24(녹색) - 31(청색) 
[PHASE RANGE]: 컬러 위상 범위를 설정합니다.
0(색을 선택하지 않음), 1(좁음: 한 색만 선택) ~ 31(넓음: 컬러 위상이 
유사한 여러 색 선택) 
[SATURATION]: 채도를 설정합니다.
0(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선택) ~ 31(어두운 색 선택) 
[ONE PUSH SET]: 마커 중앙의 피사체에 대해 [PHASE]를 자동으로 설
정합니다. [SATURATION]은 0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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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명	및	설정

MEMORY1 REVISION

메모리 1에 저장된 컬러를 보정합니다.
[PHASE]: 메모리 1의 컬러 위상을 보정합니다.
-15 ~ +15(보정하지 않는 경우 0)
[SATURATION]: 메모리 1의 컬러 채도를 보정합니다.
-15 ~ +15(보정하지 않는 경우 0)

MEMORY2 COLOR 메모리 2에 저장된 컬러를 설정합니다.
설명 및 설정은 [MEMORY1 COLOR]를 참조하십시오.

MEMORY2 REVISION 메모리 2에 저장된 컬러를 보정합니다.
설명 및 설정은 [MEMORY1 REVISION]을 참조하십시오.

 팁

• 두 메모리를 같은 값으로 설정하면 컬러 보정 효과가 배가됩니다.
• 전원을 꺼도 [COLOR CORRECTION] 설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시간이나 날씨, 위치 등

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컬러를 보정하려는 경우는 레코딩하기 전에 [COLOR CORRECTION]을 다
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 값이나 픽쳐 프로파일의 [WB SHIFT], [SATURATION] 또는 [COLOR PHASE] 설
정을 변경하는 경우, 선택한 메모리의 [PHASE RANGE] 및 [PHASE] 설정이 변경됩니다. [PHASE 
RANGE] 및 [PHASE]를 설정한 후 화이트 밸런스 값 또는 위 픽쳐 프로파일 항목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레코딩 전에 [COLOR CORRECTION]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화이트 밸런스를 완전 자동 모드로 설정한 경우, 레코딩 환경의 밝기 조건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 
값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COLOR CORRECTION]을 사용할 때는 수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권장됩니다.

WB SHIFT

화이트 밸런스 시프트에 대한 항목을 설정합니다.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필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FILTER TYPE]
화이트 밸런스 시프트에 사용할 필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LB-CC]: 필름 타입(컬러 변환 및 보정)
[R-B]: 비디오 타입(R 및 B 레벨 보정)

[LB[COLOR TEMP]] 색온도 오프셋 값을 설정합니다.
-9(청색을 띰) ~ +9(적색을 띰)

[CC[MG/GR]] 컬러 보정 오프셋 값을 설정합니다.
-9(녹색을 띰) ~ +9(심홍색을 띰)

[R GAIN] R 레벨을 설정합니다.
-9(R 레벨이 낮음) ~ +9(R 레벨이 높음)

[B GAIN] B 레벨을 설정합니다.
-9(B 레벨이 낮음) ~ +9(B 레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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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디테일 관련 항목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LEVEL]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
-7 ~ +7

[MANUAL SET]

[ON/OFF]: 수동 디테일 조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수동 디테일 조정을 사용하려면 [ON]으로 설정합니

다(자동 최적화가 수행되지 않음).
[V/H BALANCE]:   DETAIL의 수직(V) 및 수평(H) 밸런스를 설정합니다. 

-2(수직(V) 쪽으로 벗어남) ~ +2(수평(H) 쪽으로 벗
어남)

[B/W BALANCE]: 아래 DETAIL(B)과 위 DETAIL(W)의 밸런스를 선택
합니다.

TYPE1(암부 DETAIL(B) 쪽으로 벗어남) ~ TYPE5(명부 DETAIL(W) 쪽
으로 벗어남)

[LIMIT]:               DETAIL의 한계 레벨을 설정합니다.
                           0(낮은 한계 레벨: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7(높은 한

계 레벨: 제한될 가능성이 낮음)
[CRISPENING]: 크리스프닝 레벨을 설정합니다.
                           0(얕은 크리스프닝 레벨) ~ 7(깊은 크리스프닝 레벨)
[HI-LIGHT DETAIL]: 
                           조도가 높은 부분의 DETAIL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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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

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다른 픽쳐 프로파일 번호
에 복사합니다.

RESET

픽쳐 프로파일을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합니다.

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다른 픽쳐 프로파일 

번호에 복사하려면

① MENU 버튼[B]을 누릅니다.
②  SEL/SET 다이얼[A]로 (CAMERA/PAINT) 

→ [PICTURE PROFILE] → 복사하려는 픽쳐 
프로파일 번호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
니다.

③  SEL/SET 다이얼 로 [SETTING] → [COPY]
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④  SEL/SET 다이얼 로 복사할 대상 픽쳐 프로
파일의 번호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
다.

⑤  SEL/SET 다이얼 로 [YES] → [  RETURN] 
→ [OK]를 선택합니다.

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초기화하려면

픽쳐 프로파일 설정은 각 픽쳐 프로파일 번호별
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동시에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① MENU 버튼[B]을 누릅니다.
②  SEL/SET 다이얼 로  (CAMERA/PAINT) 

→ [PICTURE PROFILE] → 대상 픽쳐 프로파
일 번호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③  SEL/SET 다이얼 로 [SETTING] → [RESET] 
→ [YES] → [  RETURN] → [OK]를 선택합
니다.

 감마 표시 어시스트 기능 사용하기

S-Log2 또는 S-Log3를 사용하여 촬영한 동영상
은 포스트프로덕션 과정에서 편집이 필요합니
다. 해당 이미지는 명암이 낮아 라이브 모니터링
이 어렵습니다. 동영상을 미리 보려면 [GAMMA 
DISP ASSIST]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뷰파인더 또
는 LCD 화면에 표시하기에 적합하도록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뷰파인더 또는 LCD 화
면에 표시되는 모니터링 비디오 또는 플레이백 
비디오에만 영향을 줍니다. 레코딩되는 비디오 
및 출력 비디오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DISPLAY	SET)	→	

[GAMMA	DISP	ASSIST]	→	[ON]을	선택합

니다.

3	SEL/SET	다이얼로	 	(DISPLAY	SET)	→	

[GAMMA	DISP	ASSIST]	→	[TYPE]을	선택

합니다.

4	SEL/SET	다이얼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AUTO: [PICTURE PROFILE]에서 감마를 
[S-LOG2]로 설정한 경우, 표시에 적합하게 
비디오를 변환하려면 [S-LOG2→709(800%)]
를 선택합니다. [S-LOG3]으로 설정한 경우 
[S-LOG3→709(800%)]를 선택합니다.
S-LOG2→709(800%): S-LOG2를 표시에 적
합한 ITU-709(800%) 동급으로 변환합니다.



112

유용한 기능(계속)

S-LOG3→709(800%): S-LOG3를 표시에 적
합한 ITU-709(800%) 동급으로 변환합니다.

 참고

• 플레이백에서 [AUTO]를 선택한 경우, 플레이
백 비디오의 감마 설정(S-LOG2/S-LOG3)이 
아니라 [PICTURE PROFILE]의 감마 설정에 
따라 비디오가 표시용으로 변환됩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타임 데이터 설정하기

이 캠코더는 영상과 함께 타임코드, 유저 비트와 
같은 타임 데이터를 레코딩합니다.

 타임코드 설정

①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SEL/SET 다이얼로 
 (TC/UB SET) → [TC PRESET]을 선택하

고 다이얼을 누릅니다.
②  SEL/SET 다이얼로 [PRESET]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③  SEL/SET 다이얼로 처음 두 자리를 선택한 다

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다음 범위 내에서 타임
코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00:00:00:00 ~ 23:59:59:29
   • 24p를 설정할 때 프레임의 마지막 2자리 타

임코드 값을 00, 02, 08, 12, 16 또는 2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50i]를 선택한 경우: 
    00:00:00:00 ~ 23:59:59:24
④  ③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자리를 설정합니

다.
⑤  SEL/SET 다이얼로 [OK]를 선택한 다음 다이

얼을 누릅니다.

타임코드를 초기화하려면

위 “타임코드 설정하기”의 ②단계에서 [RESET]
을 선택하면 타임코드가 초기화(00:00:00:00)됩
니다.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하여 타임코드

를 초기화하려면

무선 리모트 커맨더의 TC RESET 버튼을 눌러 
타임코드를 초기화(00:00:00:00)할 수 있습니다.

 유저 비트 설정하기

①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SEL/SET 다이얼로 
 (TC/UB SET) → [UB PRESET]을 선택하

고 다이얼을 누릅니다.
②  SEL/SET 다이얼로 [PRESET]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③  SEL/SET 다이얼로 처음 두 자리를 선택한 다

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④  ③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자리를 설정합니

다.
⑤  SEL/SET 다이얼로 [OK]를 선택한 다음 다이

얼을 누릅니다.

유저 비트를 초기화하려면

위 “유저 비트 설정하기”의 (2)단계에서 [RESET]
을 선택하면 유저 비트가 초기화(00 00 00 00)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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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의한 버튼 누름 방지하기 
(HOLD 스위치)

버튼과 스위치를 잠궈 실수로 버튼을 눌러 레코
딩 오류가 발생하는 기능입니다.

HOLD	스위치 를	화살표	방향으로	밉니다.

설정을	취소하려면

HOLD 스위치[A]를 노란색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밉니다.

 참고

• 다음 버튼과 스위치는 잠글 수 없습니다.
- ON/STANDBY 스위치(캠코더)
- AUDIO LEVEL(CH-1/CH-2) 다이얼(캠코
더)
- ND FILTER 다이얼(캠코더)
- FOCUS(AUTO/MAN) 스위치(캠코더)
- ISO/GAIN - L/M/H 스위치(캠코더)
- WHT BAL - B/A/PRESET 스위치(캠코더)
- PRESET/VARIABLE 스위치(캠코더)
- INPUT 1 스위치(캠코더)
- INPUT 2 스위치(핸들)
- 그립 회전 레버(그립)
- LCD ON/OFF 스위치(LCD 화면)
- MIRROR 스위치(LCD 화면)
- 렌즈 스위치(렌즈)

 팁

• [HOLD SW SET]을 사용하여 잠글 기능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166페이지).

최근 레코딩한 씬 리뷰 하기 
(마지막 씬 리뷰)

최근 레코딩한 씬을 LCD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기능을 지정한 경
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LAST	SCENE	REVIEW]를	ASSIGN	버
튼에	지정합니다(85페이지).

2	레코딩을	정지한	후에	지정한	ASSIGN	버튼
을	누릅니다.

가장 최근 레코딩한 씬이 처음부터 끝까지 플
레이백된 다음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씬	리뷰를	정지하려면

플레이백 도중 ASSIGN 버튼을 누릅니다. 리뷰
가 정지하고 캠코더가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참고

• 레코딩을 정지한 후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미
디어를 제거하면 마지막 씬 리뷰 기능이 올바
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수퍼 슬로우 모션 모드에서는 마지막 씬 리뷰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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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 화면 반전하기

LCD 화면에서 MIRROR 스위치를 사용하여 디
스플레이 화면을 위/아래 또는 위/아래/왼쪽/오
른쪽으로 뒤집을 수 있으며, LCD 화면을 렌즈 
쪽으로 180º 돌려 캠코더를 렌즈 쪽에서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MIRROR	
스위치	위치

표시	상태 디스플레이	
예*

OFF 이미지가 반전되
지 않습니다(정상 
위치 표시).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B/T 이미지가 세로로 
반전됩니다(아래/
위).
정보 화면은 가로 
및 세로로 반전됩
니다.

ROTATE 정보 화면은 가로 
및 세로로 반전됩
니다.

*  아래 예제 그림의 정보 화면은 반전된 상태를 
강조하고자 정상 크기보다 크게 표시되었습니
다.

OFF

이미지가 반전되지 않습니다.

B/T

이미지가 세로로 반전됩니다(아래/위).
정보 표시는 가로 및 세로로 반전됩니다.

 팁

• 스위치를 “B/T”로 설정하면 타임 데이터가 표
시되지 않습니다.

ROTATE

이미지가 가로 및 세로로 반전됩니다.
정보 표시는 가로 및 세로로 반전됩니다.

 팁

• B/T 및 ROTATE 스위치 위치는 LCD 화면의 
표시에만 영향을 줍니다. 출력 이미지 및 레코
딩 이미지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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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2.0 이상을 사용하여 지
원됩니다(5페이지 참조).

GPS 기능 호환 장치

핸들에 GPS 로고가 표시된 모델에서 GPS 기능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GPS 수신기는 핸들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핸들을 연결하지 않은 경우 GPS 기능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GPS 위치 정보는 XAVC 또는 AVCHD로 촬영
할 때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레코딩 또는 RAW 레코딩에서는 GPS 
정보가 레코딩 되지 않습니다.

 위치 정보 가져오기

메뉴에서 (SYSTEM) -> [GPS SETTING]을 
ON으로 설정합니다.

이 표시되고 캠코더가 신호 검색을 시작합니
다. 삼각 측량이 설정되면, 영상 촬영 중에 위치 
정보가 레코딩 됩니다.

 참고

• 화면에 표시되는 아이콘은 GPS 위성의 신호 
수신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삼각	측량	
상태

화면	표시 GPS	수신	상태

꺼짐 표시 없음 [GPS SETTING]이 
[OFF]로 설정되거나 오
류가 발생했습니다.

사용 불가 GPS 신호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 정보
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하늘이 환히 보이는 장
소로 이동하십시오.

위성 검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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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 측량 약한 GPS 신호를 수신 
중입니다.

삼각 측량 GPS 신호를 수신 중입니
다.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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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S SETTING]은 기본적으로 [ON]으로 설
정됩니다. GPS 기능이 켜져 있으면 위치 정
보 및 시간 정보가 영상과 함께 레코딩 됩
니다. 위치 정보를 기록하지 않으려면 [GPS 
SETTING]을 [OFF]로 설정하십시오.

• 몇 분 정도 지난 후 삼각 측량 아이콘이 표시
되지 않으면 신호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 없이 촬영을 시작하거나 
하늘이 환히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삼
각 측량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을 때 촬영하면 
위치 정보가 레코딩 되지 않습니다.실내나 큰 
구조물 근처에서는 GPS 신호가 제대로 수신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환히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 삼각 측량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어도 수신된 
신호의 강도에 따라 위치 정보 레코딩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GPS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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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된 GPS 신호가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에 
가려지거나 수신된 GPS 신호 강도가 약한 경
우, 최대 수백 미터까지 위치 정보 오류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코드 기능을 사용하여 위치  

정보 표시하기

플레이백 도중 레코딩 된 위치 정보를 표시하
려면 메뉴에서 (DISPLAY SET) -> [DATA 
CODE] -> [COORDINATES]를 선택합니다. 위
도 및 경도가 화면 왼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위치 정보

 팁

• 촬영할 때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으면 [--° 
--' --" -]이 표시됩니다.

 GPS INFORMATION

위치 정보를 표시합니다. 메뉴에서 (SYSTEM) 
→ [GPS INFORMATION]을 ON으로 설정합니
다.

위성 아이콘

삼각 측량 게이지 마지막으로 

수신된 위치 정보

획득된 정보 기호

위성/삼각	측량	
게이지의	컬러

상태

●/■(검정색) 신호가 없지만 위성의 공전  
정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색) 궤도 정보 33% 획득
●/■(갈색) 궤도 정보 66% 획득
●/■(황토색) 궤도 정보 99% 획득
●/■(녹색) 위성 사용 중

• 위치 정보를 수신할 수 없으면 삼각 측량 우선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다른 모든 기능이 종료
되고 캠코더가 위성 신호를 검색하여, 위치 정
보를 더 쉽게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정보를 수동으로 수신하려면 [Update] 
버튼을 누릅니다.

•GPS 정보 화면을 닫으려면 를 누릅니다.

 AUTO CLOCK ADJ

GPS를 사용해서 시간 정보를 획득하여 정확한 
시계를 유지합니다.
메뉴에서 (SYSTEM) → [AUTO CLOCK 
ADJ]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 캠코더를 사용하기 전에 캠코더에 날짜와 시
간을 조정하십시오.

• [AUTO CLOCK ADJ]를 활성화하더라도 몇 
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UTO CLOCK ADJ]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
안 캠코더가 GPS 신호를 수신하고 삼각 측량
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때 자동으로 시계를 조
정합니다. 시계를 조정한 후에는 다음에 캠코
더를 다시 켜기까지 조정되지 않습니다.

• 국가/지역에 따라 [AUTO CLOCK ADJ]가 올
바른 시간으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UTO CLOCK ADJ]를 [OFF]로 설정하
십시오.

GPS 기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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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AREA ADJ

GPS로 획득한 위치 정보를 사용해서 검색된 시
간 차이를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메뉴에서 @@(SYSTEM) -> [AUTO AREA ADJ]
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 캠코더를 사용하기 전에 캠코더에 날짜와 시
간을 조정하십시오.

• [AUTO AREA ADJ]를 활성화하더라도 몇 초
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국가/지역에 따라 [AUTO AREA ADJ]가 올
바른 시간으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UTO AREA ADJ]를 [OFF]로 설정하
십시오.

 GPS 정보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매우 정확한 
미국 우주 위성에서 지리적 위치를 계산하는 시
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지구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GPS 위성은 지구의 20,000km 상공에 있는 6개
의 궤도에 있습니다. GPS 시스템은 24개 이상의 
GPS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S 수신기
는 위성으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해서 궤도 정
보(알마낙 데이터)와 신호의 이동 시간 등을 기
반으로 수신기의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
다. GPS 수신기는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
호를 수신하여 해당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GPS 위성의 위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캠코

더를 사용하는 위치나 시간에 따라 위치를 파
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신기가 위
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GPS"는 GPS 위성의 무선 신호를 삼각 측량
하여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

니다. 건물 또는 나무 등으로 둘러 싸인 그늘
진 상소와 같이 무선 신호가 차단 또는 반사되
는 장소에서는 캠코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잘 보이는 환경에서 캠코더를 사용하
십시오.

• 다음과 같이 GPS 위성의 무선 신호가 캠코더
에 도달할 수 없는 위치 또는 상황에서는 위치 
정보를 기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터널 안, 실내 또는 빌딩으로 가려진 곳
–  높은 빌딩 사이 또는 빌딩으로 둘러싸인 좁
은 길

–  지하 장소, 밀집한 나무로 둘러싸인 장소, 
높은 다리 아래 또는 고전압 케이블 주변과 
같이 자기장이 생성되는 장소

–  캠코더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의 무선 신호
를 생성하는 장치 주변: 1.5GHz 대역 휴대 
전화 등의 근처

삼각 측량 오류 정보

• 메뉴에서 [GPS SETTING]을 [ON]으로 설정한 
직후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경우에 비해 캠코더가 삼각 측량을 
시작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GPS 위성의 위치로 인한 오류
캠코더가 3개 이상의 GPS 위성에서 무선 신호
를 수신하면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삼각 측량
합니다. GPS 위성의 삼각 측량 오류는 약 10m
입니다.
위치의 환경에 따라 삼각 측량 오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위치는 GPS 정보
에 기반한 지도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또한 GPS 위성은 미국 국방부에 의해 
제어되며 정확도는 의도적으로 변경될 수 있
습니다.

• 삼각 측량 프로세스 중 오류
캠코더는 삼각 측량 중 정기적으로 위치 정보를 
획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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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사용 제한 사항 정보

캠코더를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규정을 준
수하여 GPS를 사용하십시오.

지리적 좌표 시스템 정보

"WGS-84" 지리적 좌표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GPS 기능(계속)



119

플
레
이
백

플레이백

플레이백

 플레이백

1	THUMBNAIL	버튼[B]을	누릅니다.
    썸네일 화면이 나타납니다.

• DISPLAY 버튼[A]을 눌러 썸네일의 날짜 및 시간 표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썸네일에 아이콘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이전

다음

현재 동영상 데이터(120페이지)

플레이백 모드

썸네일

프록시 레코딩(49페이지) 아이콘 보호 상태(134페이지) 아이콘



120

플레이백(계속)

2	레코딩을	플레이백합니다.

① SEL/SET 다이얼 로 플레이백할 메모리 카드를 선택합니다.
 : 메모리 카드 A
 : 메모리 카드 B

② SEL/SET 다이얼 로 플레이백 모드를 선택합니다.

• XAVC QFHD
• XAVC HD
• AVCHD

③ SEL/SET 다이얼[C]로 플레이백할 동영상의 썸네일을 선택합니다.
동영상에 대한 정보가 LCD 화면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레코딩 시작 날짜 및 시간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레코딩 시간
 레코딩이 시작된 타임코드
타임코드가 없는 메모리 카드를 플레이백하거나 캠코더에서 지원하지 않는 타임코드가 레
코딩된 메모리 카드를 플레이백하는 경우 타임코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DOLBY DIGITAL 레코딩
오디오가 AVCHD, Dolby Digital 포맷으로 레코딩된 경우 표시됩니다.

• 가장 최근에 플레이백 또는 레코딩한 동영상의 썸네일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 해당 동영상을 선택하면 이전 시간부터 플레이백이 계속됩니다.

 ④ SEL/SET 다이얼 을 누릅니다.

플레이백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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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이 시작됩니다.

 팁

• [THUMBNAIL] 버튼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까지 플레이백이 완료되면 썸네일 화면으로 복귀됩니다.
• 동영상을 느리게 플레이백하려면 일시정지 상태에서 를 선택합니다.
• 플레이백 도중 / 를 선택할 때마다 동영상이 정상 속도의 약 5배속 → 약 10배속 → 약 30배속 

→ 약 60배속으로 플레이백됩니다.

볼륨을 조정하려면

볼륨을 조정하려면 MENU 버튼 을 누르고  (AUDIO SET) → [VOLUME]을 선택합니다.

레코딩 모드로 돌아가려면

THUMBNAIL 버튼 을 누릅니다.

동영상 플레이백 시 주의사항

• 이 캠코더로 레코딩한 이미지는 이 캠코더 이외의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또한 다른 장치에서 레코딩한 이미지도 이 캠코더에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지

이전

플레이백/일시정지

다음

슬로우/패스트 포워드

플레이백/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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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설정 변경/확인

  화면 표시 변경하기

이미지에 타임코드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DISPLAY	버튼 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 표시가 켜짐(표시됨)  
꺼짐(표시되지 않음)으로 전환됩니다. 레코딩 

모드에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상세 표
시 → 요약 표시 → 표시 없음 순서로 바뀝니다.

 팁

• [DISPLAY OUTPUT]을 [ALL OUTPUT]으로 
설정하면 TV에서 플레이백하는 동안 화면 표
시가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161페이지).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레코딩 데이터 표시하기(데이터 코드)

레코딩 시 자동으로 저장된 날짜, 시간, 카메라 
데이터 등의 정보를 플레이백 도중 화면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 을	누릅니다.

2	플레이백	또는	일시정지	도중에	SEL/SET	
다이얼 로	 	 (DISPLAY	SET)	→	[DATA	

CODE]를	선택하거나,	DATA	CODE	기능이	

지정된	ASSIGN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날짜 및 시간 표
시 → 카메라 데이터 표시 → 표시 없음의 순
서로 바뀝니다.

 화이트 밸런스
[MANU WB TEMP]를 사용하여 레코딩한 동
영상을 플레이백할 때는 가 나타납니
다.
 셔터 속도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노출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를 자동
으로 조정하여 레코딩한 영상을 플레이백할 
때는 가 나타납니다.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를 수동
으로 조정하여 레코딩한 영상을 플레이백할 
때는 가 나타납니다.
 SteadyShot

 참고

• XAVC QFHD 또는 XAVC HD의 경우 데이터 
코드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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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카드를 다른 장치에서 플레이백하는 
경우 카메라 데이터가 틀리게 표시될 수 있습
니다. 정확한 카메라 데이터는 캠코더에서 확
인하십시오.

 캠코더 설정 확인하기(상태 확인)

다음 항목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설정(155페이지)
• 출력 신호 설정(153페이지)
• ASSIGN 버튼에 지정한 기능(85페이지)
• 카메라 설정(147페이지)
• 레코딩 버튼 설정(42페이지)
• 메모리 카드 정보

사용 공간 및 여유 공간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정보
장착된 배터리의 남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1	STATUS	버튼 을	누릅니다.

2	LCD	화면에	원하는	항목이	표시될	때까지	
SEL/SET	다이얼 을	돌립니다.

AUDIO  → OUTPUT  → ASS IGN  → 
CAMERA → REC BUTTON SET → MEDIA 
INFO → BATTERY INFO 순서로 전환됩니
다.
전원을 켜면 캠코더의 설정에 따라 설정 항목
이 표시됩니다.

표시를	숨기려면

STATUS 버튼 을 누릅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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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또는 TV 연결

플레이백 화질은 모니터 또는 TV의 유형이나 연결에 사용된 단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 위 그림의 단자들에서 동시에 비디오 신호를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 4K 모드(XAVC QFHD)로 레코딩할 때는 위 단자에서 신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SDI OUT

HDMI OUT

75Ω(옴) 동축 케이블(시중에서 구매 가능)

AV 케이블(별매)

HDMI 케이블(별매)

SDI 단자에 연결

HDMI 입력 단자에 

연결

오디오 단자에 연결

비디오 단자에 연결

모니터/TV

모니터/TV

: 신호 흐름

: 신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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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

• VIDEO OUT 및 AUDIO OUT은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또는 TV
의 비디오 단자나 오디오 단자에 연결하려면 AV 케이블(별매)이 필요합니다. VMC-15MR2를 권장
합니다.

 외부 출력 단자 선택하기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REC/OUT	SET)	→	[OUTPUT	SELECT]	→	출력에	사용할	단자를	선택합
니다.

 출력 신호 포맷

SDI OUT 단자, HDMI OUT 단자,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의 출력 신호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SDI OUT 출력 포맷([60i]를 선택한 경우)

–: 설정값과 무관함 

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24p/3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24p/30p

XAVC QFHD 2160/24p 2160p/1080p/
480i

24p/30p 1080/24p
24PsF/30PsF 1080/24psf
60p(풀다운) 1080/60p

2160p/720p/480i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24p/30p 1080/24p

24PsF/30PsF 1080/24psf
60p(풀다운) 1080/60p

720p/480i –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출력되지 않음
480i 480/60i

2160/30p 2160p/1080p/
480i

24p/30p 1080/30p
24PsF/30PsF 1080/30psf
60p(풀다운) 1080/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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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또는 TV 연결(계속)

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24p/3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24p/30p

2160p/720p/480i –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24p/30p 1080/30p

24PsF/30PsF 1080/30psf
60p(풀다운) 1080/60p

480i - 480/60i
720p/480i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출력되지 않음
480i 480/60i

XAVC HD
AVCHD

1080/24p 2160p/1080p/
480i

24p/30p 1080/24p
24PsF/30PsF 1080/24psf
60p(풀다운) 1080/60p

2160p/720p/480i –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24p/30p 1080/24p

24PsF/30PsF 1080/24psf
60p(풀다운) 1080/60p

720p/480i –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출력되지 않음
480i 480/60i



127

플
레
이
백

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24p/3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24p/30p

XAVC HD
AVCHD

1080/30p 2160p/1080p/
480i

24p/30p 1080/30p
24PsF/30PsF 1080/30psf
60p(풀다운) 1080/60p

2160p/720p/480i –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24p/30p 1080/30p

24PsF/30PsF 1080/30psf
60p(풀다운) 1080/60p

720p/480i –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출력되지 않음
480i 480/60i

1080/60p
720/60p
1080/60i

2160p/1080p/
480i

– 1080/60p

2160p/720p/480i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1080/60p
720p/480i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출력되지 않음
480i 480/6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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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또는 TV 연결(계속)

HDMI OUT 출력  포맷([60i]를 선택한 경우)

–: 설정값과 무관함

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24p/3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24p/30p

XAVC QFHD 2160/24p 2160p/1080p/
480i

- 2160/24p

2160p/720p/480i
2160p/1080i/480i
1080p/480i 24p/30p 레코딩 시: 

1080/24p
플레이백 시: 
1080/60p

24PsF/30PsF

60p(풀다운) 1080/60p
720p/480i –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480/60p
480i 480/60i

2160/30p 2160p/1080p/
480i

– 1080/60p

2160p/720p/480i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 1080/60p
720p/480i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480/60p
480i 480/6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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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24p/3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24p/30p

XAVC HD
AVCHD

1080/24p 2160p/1080p/
480i

24p/30p 레코딩 시: 
1080/24p
플레이백 시: 
1080/60p

24PsF/30PsF

60p(풀다운) 1080/60p
2160p/720p/480i –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24p/30p 레코딩 시: 

1080/24p
플레이백 시: 
1080/60p

24PsF/30PsF

60p(풀다운) 1080/60p
720p/480i –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480/60p
480i 480/60i

2160/30p 2160p/1080p/
480i

– 1080/60p

2160p/720p/480i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1080/60p
720p/480i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480/60p
480i 480/60i

1080/60p
720/60p
1080/60i

2160p/1080p/
480i

– 1080/60p

2160p/720p/480i 720/60p
2160p/1080i/480i 1080/60i
1080p/480i 1080/60p
720p/480i 720/60p
1080i/480i 1080/60i
480p 480/60p
480i 480/6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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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또는 TV 연결(계속)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 출력 포맷([60i]를 선택한 경우)

항상 480/60i로 출력됩니다.

SDI OUT 출력 포맷([50i]를 선택한 경우)

-: 설정값과 무관함

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5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50p

XAVC QFHD 2160/25p 2160p/1080p/
576i

25p 1080/25p
25PsF 1080/25psf
50p 1080/50p

2160p/720p/576i – 720/60p
2160p/1080i/576i 1080/60i
1080p/576i 25p 1080/25p

25PsF 1080/25psf
50p 1080/50p

720p/576i – 720/50p
1080i/480i 1080/50i
576p 출력되지 않음
576i 576/50i

XAVC HD
AVCHD

1080/25p 2160p/1080p/
576i

25p 1080/25p
25PsF 1080/25psf
50p 1080/50p

2160p/720p/576i – 720/60p
2160p/1080i/576i 1080/60i
1080p/576i 25p 1080/25p

25PsF 1080/25psf
50p 1080/50p

720p/576i – 720/50p
1080i/480i 1080/50i
576p 출력되지 않음
576i 576/5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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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5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50p

1080/50p
720/50p
1080/50i

2160p/1080p/
576i

– 1080/50p

2160p/720p/576i 720/50p
2160p/1080i/576i 1080/50i
1080p/576i 1080/50p
720p/576i 720/50p
1080i/576i 1080/50i
576p 출력되지 않음
576i 576/50i

HDMI OUT 출력 포맷([50i]를 선택한 경우)

-: 설정값과 무관함

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5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50p

XAVC QFHD 2160/25p 2160p/1080p/
576i

– 2160/25p

2160p/720p/576i
2160p/1080i/576i
1080p/576i 1080/50p
720p/576i 720/50p
1080i/576i 1080/50i
576p 576/50p
576i 576/5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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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또는 TV 연결(계속)

메뉴	항목 SDI	OUT	출력	
신호	포맷레코딩	모드 레코딩	포맷 SDI/HDMI 50p

REC/OUT	SET>
REC	SET>
FILE	FORMAT

REC/OUT	SET>
REC	SET>
REC	FORMAT

REC/OUT	SET>
VIDEO	OUT>
SDI/HDMI

REC/OUT	SET>
VIDEO	OUT>
50p

XAVC HD
AVCHD

1080/25p 2160p/1080p/
576i

– 1080/50p

2160p/720p/576i 720/50p
2160p/1080i/576i 1080/50i
1080p/576i 1080/50p
720p/576i 720/50p
1080i/480i 1080/50i
576p 576/50p
576i 576/50i

1080/50p
720/50p
1080/50i

2160p/1080p/
576i

– 1080/50p

2160p/720p/576i 720/50p
2160p/1080i/576i 1080/50i
1080p/576i 1080/50p
720p/576i 720/50p
1080i/480i 1080/50i
576p 576/50p
576i 576/50i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 출력 포맷([50i]를 선택한 경우)

항상 576/50i로 출력됩니다.

슬로우 앤 퀵 모션/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출력

• XAVC QFHD 2160/24p의 경우, 슬로우 앤 퀵 모션 모드의 출력 방식은 레코딩 포맷이 2160/30p
일 때와 같습니다.

• XAVC HD/AVCHD의 경우, 프레임 레이트가 30p 또는 24p인 레코딩 포맷에서 슬로우 앤 퀵 모
션/수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면 60p 또는 60i로 출력됩니다. 레코딩 포맷의 프레임 레이트가 
25p라면 50p 또는 50i로 출력됩니다.

 참고

• HDMI 로고가 있는 인증된 케이블 또는 소니 HDMI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영상에 저작권 보호 신호가 레코딩된 경우 캠코더의 HDMI OUT 단자에서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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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모니터 또는 TV에서는 이미지와 사운드가 올바르게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캠코더의 출력 단자를 모니터 또는 TV의 출력 단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호를 TV 또는 모니터로 출력하는 동안 편집 화면을 표시하면 메뉴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캠코더는 “BRAVIA” 동기화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XAVC QFHD(4K 모드)로 레코딩 할 때의 외부 출력 및 얼굴 인식 지원

 REC/OUT SET 메뉴 → [VIDEO OUT] → [OUTPUT SELECT]를 선택합니다.
REC/OUT	SET	메뉴	t	[VIDEO	OUT]	t	[OUTPUT	SELECT]

항목 설정(기본	설정은	굵게	표시됨) 설명

[OUTPUT SELECT] SDI, HDMI, VIDEO 외부 출력 대상을 선택합니다.
[QFHD REC OUTPUT] VF/LCD PANEL, EXTERNAL 

OUTPUT
QFHD로 레코딩 하는 중 비디오 
신호의 출력 대상을 선택합니다.
VF/LCD PANEL: 뷰파인더/LCD 
패널 EXTERNAL OUTPUT: 위 
[OUTPUT SELECT]에서 선택된 
외부 출력입니다.

[QFHD REC OUTPUT]이 [EXTERNAL OUTPUT]으로 설정된 경우 뷰파인더/LCD 패널에 레코딩 하
는 영상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 [EXTERNAL OUTPUT]으로 설정되었어도 다음 기능을 사용하여 레코딩 할 때는 영상이 뷰파인
더/LCD 패널로 출력됩니다.
– S&Q(슬로우 앤 퀵 모션) 레코딩
– 라이브 스트리밍 중 미디어 및 스트리밍 배포로 레코딩

• [QFHD REC OUTPUT] 설정은 [FILE FORMAT]이 REC/OUT SET 메뉴에서 [XAVC QFHD]로 설
정된 경우에만 활성화됩니다.

• XAVC QFHD에 레코딩 할 때 다음 기능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레코딩 중 외부 출력
– 얼굴 감지 기능
– 프록시 레코딩(단,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되지 않음)

• REC/OUT SET -> [REC SET] -> [REC FORMAT]이 100Mbps로 설정된 경우
• REC/OUT SET -> [REC SET] -> [SIMUL/RELAY REC]가 [OFF]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 PXW-FS5에서 이 기능은 버전 1.1 이상을 사용하여 지원됩니다(5페이지 참조).



134

편집

레코딩된 영상 보호하기(Protect) 동영상 분할하기

동영상이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
습니다.

1	썸네일	화면이	표시될	때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2	SEL/SET	다이얼로	 (EDIT)	→	[PROTECT]

를	선택합니다.

3	보호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미지에 가 표시됩니다.

• 이미지를 미리 보려면 DISPLAY 버튼을 누
릅니다.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 한 번에 최대 100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	 	→	 를	선택합니다.

보호를	해제하려면

3단계에서 가 표시된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가 사라집니다.

지정한 지점에서 동영상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AVCHD에 한함).

1	동영상을	플레이백하는	동안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EDIT)	→	[DIVIDE]를	

선택합니다.

3	분할하려는	지점에서	 를	선택합니다.

4	 	→	 를	선택합니다.

 참고

• 한 번 분할된 동영상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 작동 중에 배터리 팩, AC 어댑터 또는 동영상

이 포함된 메모리 카드를 캠코더에서 분리하
지 마십시오. 메모리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 캠코더는 약 0.5초 단위로 분할 지점을 선택하
므로  를 터치한 지점과 실제 분할 지점은 약
간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된 동영상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을 분할하기 전에 분할할 동영상의 보호를 해
제하십시오(134페이지).

 로 지점을 선택한 다음 아래 버튼을 사

용하여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동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35

편
집

동영상 삭제하기

• XAVC HD로 레코딩된 동영상은 분할할 수 없
습니다.

 팁

• 이 캠코더에서는 간단한 편집만 가능합니다. 
고급 편집을 하려면 시판되는 편집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십시오.

메모리 카드에서 동영상을 삭제하여 여유 공간
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한 번 삭제한 이미지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 작동 중에 배터리 팩, AC 어댑터 또는 동영상

이 포함된 메모리 카드를 캠코더에서 분리하
지 마십시오. 메모리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
다.

• 보호된 동영상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을 삭제하기 전에 삭제할 동영상의 보호를 해
제하십시오(134페이지).

• 중요한 동영상은 사전에 저장하십시오.

 팁

•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
고 미디어의 기록 가능한 공간을 모두 복원하
려면 미디어를 포맷하십시오(136페이지).

1	썸네일	화면이	표시될	때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2	SEL/SET	다이얼로	 	(EDIT)	→	[DELETE]

를	선택합니다.

3	삭제할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이미지에 가 표시됩니다.

• 이미지를 미리 보려면 DISPLAY 버튼을 누
릅니다. 선택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136

동영상 삭제하기(계속) 메모리 카드 포맷하기

• 한 번에 최대 100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호된 이미지는 썸네일의 오른쪽 상단에 
가 나타납니다.

• 보호된 이미지의 썸네일에는 확인란이 나
타나지 않습니다.

4	 	→	 	→	 를	선택합니다.

포맷을 실행하면 메모리 카드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어 레코딩 가능한 여유 공간이 복원됩니
다.

 참고

•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로 캠코더를 콘센트(소
켓)에 연결하여 작동 중에 전원이 끊기지 않도
록 하십시오.

• 중요한 이미지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미디어를 포맷하기 전에 이미지를 저장해 두
십시오.

• 보호된 동영상도 삭제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SYSTEM) 	 →	

[MEDIA	FORMAT]을	선택합니다.

3	포맷할	메모리	카드를	선택합니다.

4	 	→	 를	선택합니다.

 참고

• [Executing...]이 표시되는 동안 캠코더의 버
튼을 조작하거나 AC 어댑터를 분리하거나 캠
코더에서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포맷 도중에는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등이 
켜지거나 깜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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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의 데이터 복구 방지하기

메모리 카드에 판독 불가능한 데이터가 기록되
어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
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메
모리 카드를 폐기 또는 양도할 때 아래 절차에 
따라 미디어를 소거하도록 권장합니다.

 참고

• 이 작업을 수행하면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
제됩니다. 중요한 이미지가 손실되는 것을 방
지하려면 미디어를 포맷하기 전에 이미지를 
저장해 두십시오.

• AC 어댑터를 콘센트(소켓)에 연결하지 않으
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AC 어댑터를 제외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하십
시오. 작업 중에 AC 어댑터를 분리하지 마십
시오.

• 이 작업 도중 캠코더에 진동 또는 충격을 가하
지 마십시오.

1	AC	어댑터와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캠코더
의	DC	IN	단자와	콘센트(소켓)에	연결합니다

(22페이지).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3	SEL/SET 	 다이얼로	 (SYSTEM) 	 →	

[MEDIA	FORMAT]을	선택합니다.

4	포맷할	메모리	카드를	선택합니다.
포맷 화면이 나타납니다.

5	[Empty]	→	 를	선택합니다.

 참고

• 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소거하는 데 몇 분에서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LCD 화면에서 실제 필요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ecuting...]이 표시되는 동안 작업을 중단
한 경우, 다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MEDIA FORMAT] 또는 비우기 작업을 수행
하여 반드시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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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 복구하기

이 기능은 메모리 카드에 들어 있는 동영상의 데
이터베이스 정보와 일관성을 점검하고 비일관성
을 발견하여 복구합니다.

 참고

•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로 캠코더를 콘센트(소
켓)에 연결하여 작동 중에 전원이 끊기지 않도
록 하십시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SET 	 다이얼로	 (SYSTEM) 	 →	

[REPAIR	IMAGE	DB	FILE]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확인하려는	메모리	카
드를	선택합니다.

4	 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확인이 시작됩니다. 비일
관성이 발견되지 않으면 를 선택하여 데
이터베이스 파일 확인을 종료합니다.

5	 	→	 를	선택합니다.

 참고

• [Repairing the image database file.]이 표시
되는 동안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다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작
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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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사용

메뉴 조작하기

LCD 화면에 표시된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다양
한 설정을 변경하거나 자세한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화면이 나타납니다.

2 SEL/SET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메뉴의 아이

콘이 강조 표시되도록 한 다음, 다이얼을 눌

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CAMERA/PAINT(147페이지)
 REC/OUT SET(153페이지)
 AUDIO SET(155페이지)
 DISPLAY SET(158페이지)
 TC/UB SET(162페이지)
 NETWORK SET(163페이지)
 SYSTEM(164페이지)
 EDIT(146페이지)

3 SEL/SET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메뉴 항목이 

강조 표시되도록 한 다음, 다이얼을 눌러 항

목을 선택합니다.

4 SEL/SET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설정이 강조 

표시되도록 한 다음, 다이얼을 눌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5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RETURN]을 
선택합니다.

 참고

• 사용할 수 있는 메뉴 항목은 레코딩 또는 플레
이백 도중 캠코더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MENU 버튼

SEL/SET 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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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조작하기(계속)

• 다른 설정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항목과 설
정값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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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각 메뉴 항목의 기능과 설정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CAMERA/PAINT) (147페이지)

ISO/GAIN SEL ▶ISO, GAIN
ISO SET H

ISO800 to
ISO32000 *1

(▶ISO3200)
M

ISO800 to
ISO32000 *1
(▶ISO1600)

L
ISO800 to
ISO32000 *1
(▶ISO800)

GAIN SET H
0dB to 33dB
(▶18dB)

M
0dB to 33dB
(▶9dB)

L
0dB to 33dB
(▶0dB)

AUTO ISO LIMIT ▶OFF, ISO800 to
ISO25600 *1

AGC LIMIT ▶OFF, 0dB to 30dB
WB PRESET ▶OUTDOOR,

INDOOR, MANU WB
TEMP

WB OUTDOOR
LEVEL

–7 to +7
(▶0)

WB TEMP SET 2300K to 15000K
(▶6500K)

BLACK BALANCE
AE SHIFT ON/OFF

▶OFF, ON
LEVEL

–2.0EV to +2.0EV
(▶0EV)

LENS
COMPENSATION

▶AUTO, OFF

ND FILTER PRESET1
▶1/4, 1/8, 1/16,
1/32, 1/64, 1/128

PRESET2
1/4, 1/8, ▶1/16,
1/32, 1/64, 1/128

PRESET3
1/4, 1/8, 1/16,
1/32, ▶1/64, 1/128

ND/IRIS DIAL
DIRECTION

▶NORMAL,
OPPOSITE

CENTER SCAN ▶OFF, ON
ZOOM SET ZOOM TYPE

▶OPTICAL ZOOM
ONLY, ON[CLEAR
IMAGE ZOOM]

HANDLE ZOOM
ZOOM SPEED TYPE

▶VARIABLE,
FIXED, OFF

ZOOM SPEED
1 to 8 (▶3)

ZOOM RING ROTATE
▶LEFT(W)/
RIGHT(T),
RIGHT(W)/LEFT(T)

 STEADYSHOT ▶STANDARD,
ACTIVE,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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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계속)

ISO/GAIN SEL ▶ISO, GAIN
SLOW & QUICK S&Q MOTION

   HIGH FRAME RATE
      ▶OFF, ON

REC FORMAT
[60i]를 선택한 경우:
XAVC QFHD
2160/30p 100Mbps *2
▶2160/30p 60Mbps *2
2160/24p 100Mbps *3
▶2160/24p 60Mbps *3
XAVC HD
1080/60p 50Mbps
1080/60p 35Mbps
1080/30p 50Mbps
1080/30p 35Mbps
▶1080/24p 50Mbps
1080/24p 35Mbps
AVCHD
1080/60p PS
1080/30p FX
1080/30p FH
▶1080/24p FX
1080/24p FH
[50i]를 선택한 경우:
XAVC QFHD
2160/25p 100Mbps
▶2160/25p 60Mbps
XAVC HD
1080/50p 50Mbps
1080/50p 35Mbps
▶1080/25p 50Mbps
1080/25p 35Mbps
AVCHD
1080/50p PS
▶1080/25p FX
1080/25p FH

FRAME RATE
[60i]를 선택한 경우:
XAVC QFHD
1fps ~ 30fps
(▶30fps)
XAVC HD/AVCHD
1fps to 60fps
(▶60fps)

[50i]를 선택한 경우:
XAVC QFHD
1fps ~ 25fps
(▶25fps)
XAVC HD/AVCHD
1fps ~ 50fps
(▶50fps)

SUPER SLOW
MOTION

REC FORMAT
[60i]를 선택한 경우:
XAVC HD
1080/60p 50Mbps
1080/60p 35Mbps
1080/30p 50Mbps
1080/30p 35Mbps
▶1080/24p 50Mbps
1080/24p 35Mbps
AVCHD
1080/60p PS
1080/30p FX
1080/30p FH
▶1080/24p FX
1080/24p FH
[50i]를 선택한 경우
XAVC HD
1080/50p 50Mbps
1080/50p 35Mbps
▶1080/25p 50Mbps
1080/25p 35Mbps
AVCHD
1080/50p PS
▶1080/25p FX
1080/25p FH

FRAME RATE
[60i]를 선택한 경우: 
120fps ~ 960fps
(▶120fps)
[50i]를 선택한 경우: 
100fps ~ 800fps
▶100fps)

REC TIMING
START TRIGGER,
▶END TRIGGER, 
END TRIGGER HALF

 4K SUPER
SLOW
  See pag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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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SUPER
SLOW
  See page 72.

AUTO BACK 
LIGHT

▶OFF, ON

FACE 
DETECTION

▶OFF, ON

VIDEO LIGHT ▶POWER LINK, 
   REC LINK, 
   REC LINK+STBY, AUTO

AF MICRO 
ADJUSTMENT

ON/OFF
▶OFF, ON

AMOUNT
-20 ~ +20
(▶0)

CLEAR ALL
COLOR BAR ON/OFF

▶OFF, ON
TONE

▶OFF, ON

PICTURE PROFILE 103페이지 참조

 (REC/OUT SET) (153페이지)

REC SET FILE FORMAT
XAVC QFHD
▶XAVC HD
AVCHD

 & XAVC HD
 

REC FORMAT
XAVC QFHD
[60i]를 선택한 경우:
2160/30p 100Mbps
▶ 2160/30p 60Mbps
2160/24p 100Mbps
2160/24p 60Mbps
[50i]를 선택한 경우:
2160/25p 100Mbps
▶2160/25p 60Mbps
XAVC HD
[60i]를 선택한 경우:
1080/60p 50Mbps
1080/60p 35Mbps

▶1080/60i 50Mbps
1080/60i 35Mbps
1080/60i 25Mbps
1080/30p 50Mbps
1080/30p 35Mbps
1080/24p 50Mbps
1080/24p 35Mbps
720/60p 50Mbps
[50i]를 선택한 경우:
1080/50p 50Mbps
1080/50p 35Mbps

▶1080/50i 50Mbps
1080/50i 35Mbps
1080/50i 25Mbps
1080/25p 50Mbps
1080/25p 35Mbps
720/50p 50Mbps
AVCHD
[60i]를 선택한 경우:
1080/60p PS
▶1080/60i FX
1080/60i FH
1080/30p FX
1080/30p FH
1080/24p FX
1080/24p FH
720/60p FX
720/60p FH
720/60p HQ
[50i]를 선택한 경우:
1080/50p PS
▶1080/50i FX
1080/50i FH
1080/25p FX
1080/25p FH
720/50p FX
720/50p FH
720/50p HQ

SIMUL/RELAY REC
▶OFF, SIMULTANEOUS
REC, RELAY REC

REC BUTTON
SETTING

42페이지 참조
 OUTPUT

FORMAT
See page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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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REC MODE
ON/OFF
  ▶OFF, ON
SIZE
  ▶1280×720, 640×360

VIDEO OUT OUTPUT SELECT
SDI, ▶HDMI, VIDEO

QFHD REC OUTPUT
▶BVF/LCD PANEL,
EXTERNAL
OUTPUT

SDI/HDMI
[60i]를 선택한 경우:
2160p/1080p/480i, 
2160p/720p/480i, 
2160p/1080i/480i
1080p/480i, 720p/480i, 
▶1080i/480i, 480p, 480i
[50i]를 선택한 경우:
2160p/1080p/576i, 
2160p/720p/576i, 
2160p/1080i/576i
1080p/576i, 720p/576i, 
▶1080i/576i, 576p, 576i

24p/30p OUTPUT *4

▶24p/30p, 24PsF/30PsF, 
60p(풀다운)

25p OUTPUT *5

▶25p, 25PsF, 50p(풀다
운)

DOWN CONVERT
TYPE

BSQUEEZE, LETTER 
BOX(16:9), EDGE CROP

HDMI TC OUTPUT
▶OFF, ON

SDI/HDMI REC
CONTROL

▶OFF, ON

 (AUDIO SET) (155페이지)

VOLUME
AVCHD AUDIO
FORMAT

▶LINEAR PCM, 
DOLBY DIGITAL

CH1 INPUT 
SELECT

▶INT MIC, INPUT1, MI
SHOE MIC

CH2 INPUT 
SELECT

▶INT MIC, INPUT1, 
INPUT2, MI SHOE MIC

AUDIO LIMIT ▶OFF, ON
HEADPHONE 
OUT

▶BSTEREO, MIX
MONO, CH1, CH2

INT MIC SET INT MIC SENS
▶NORMAL, HIGH

INT MIC WIND
▶OFF, ON

XLR SET XLR AGC LINK
▶SEPARATE,
LINKED

INPUT1 TRIM
-18dB ~ +12dB
(▶0dB)

INPUT1 WIND
BOFF, ON

INPUT2 TRIM
-18dB ~ +12dB
(▶0dB)

INPUT2 WIND
▶OFF, ON

 (DISPLAY SET) (158페이지)

HISTOGRAM ▶OFF, ON,
ON[ZEBRA POINT]

ZEBRA ZEBRA SELECT
   ▶OFF, ZEBRA1,

ZEBRA2
ZEBRA1 LEVEL

0% to 109% (▶70%)
ZEBRA1 APERTURE
LEVEL

2% to 20% (▶10%)
ZEBRA2 LEVEL

0% to 10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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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ING ON/OFF
▶OFF, ON

COLOR
▶WHITE, RED, 
YELLOW

LEVEL
HIGH, BMIDDLE, LOW

MARKER ON/OFF
▶OFF, ON

CENTER
▶ON, OFF

ASPECT
▶OFF, 4:3, 13:9, 14:9, 
15:9, 1.66:1, 1.85:1, 
2.35:1

SAFETY ZONE
▶OFF, 80%, 90%

GUIDEFRAME
▶OFF, ON

FOCUS MAG 
RATIO

×4.0, ×8.0,
▶×4.0/×8.0

CAMERA DATA 
DISPLAY

OFF, ▶ON

AUDIO LEVEL 
DISPLAY

▶ON, OFF

ZOOM DISPLAY ▶BAR, NUMBER
FOCUS DISPLAY ▶METER, FEET
SHUTTER 
DISPLAY

▶SECOND, DEGREE

DATA CODE ▶OFF, DATE/TIME, 
CAMERA DATA

GAMMA DISP 
ASSIST

ON/OFF
▶ON, OFF

TYPE
▶AUTO, S-LOG2-> 
709(800%), S-LOG3 
->709(800%)
HLG(BT.2020)
HLG(709)

LCD BRIGHT ▶NORMAL, BRIGHT
VF COLOR TEMP.
VF/LCD PANEL ▶LCD PANEL, AUTO
DISPLAY 
OUTPUT

▶LCD PANEL, 
ALL OUTPUT

 (TC/UB SET) (162페이지)

TC/UB DISPLAY ▶TC, U-BIT
TC PRESET PRESET

RESET
UB PRESET PRESET

RESET
TC FORMAT *2 ▶DF, NDF
TC RUN ▶REC RUN, FREE RUN
TC MAKE ▶PRESET, REGENERATE
UB TIME REC ▶OFF, ON

 (NETWORK SET) (163페이지)

CTRL W/
SMARTPHONE
STREAMING PRESET SELECT

▶PRESET1, PRESET2, 
PRESET3

PRESET1/PRESET2/
PRESET3

SIZE
▶640×360, 1280×720
DESTINATION SET

FTP TRANSFER FTP SERVER SELECT
▶FTP SERVER1, FTP 
SERVER2, FTP SERVER3

FTP SERVER1/FTP
SERVER2/FTP
SERVER3

DISPLAY NAME
DESTINATION SET
USER INFO SET

FTP RESULT
WIRED LAN SET IP ADDRESS SET
Wi-Fi SET ACCESS POINT SET

WPS
EDIT DEVICE NAME
SSID/PW RESET
DISP MAC ADDRESS

AIRPLANE 
MODE

▶OFF,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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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CERTIFICATE
NETWORK 
RESET

 (SYSTEM) (164페이지)

STATUS CHECK
CAMERA 
PROFILE

MEMORY CARD A/
MEMORY CARD B

LOAD
SAVE
DELETE

S&Q BUTTON 
SETTING

▶S&Q/SUPER SLOW,
S&Q MOTION, SUPER
SLOW MOTION

 S&Q 
BUTTON
SET

▶  4K/2K SUPER
SLOW,  4K
SUPER SLOW,  
2K SUPER SLOW

ASSIGN BUTTON ASSIGN1, ASSIGN2,
ASSIGN3, ASSIGN4,
ASSIGN5, ASSIGN6

ASSIGN DIAL ----, BIRIS, ND
FILTER, ISO/GAIN, AE
SHIFT, FOCUS

ASSIGN DIAL 
DIRECTION

▶NORMAL, OPPOSITE

CLOCK SET
AREA SET
SUMMERTIME ▶OFF, ON
LANGUAGE
GPS SETTING ▶ON, OFF
GPS 
INFORMATION

-

AUTO CLOCK 
ADJ

▶ON, OFF

AUTO AREA ADJ ▶ON, OFF
DATE REC ▶OFF, ON
BEEP ▶OFF, ON
REC LAMP[F] ▶ON, OFF
REC LAMP[R] ▶ON, OFF

HOLD SW SET W/REC BUTTON
ON, ▶OFF

W/GRIP REMOTE
▶ON, OFF

REMOTE 
CONTROL

▶ON, OFF

60i/50i SEL
MEDIA FORMAT MEMORY CARD A

MEMORY CARD B
REPAIR IMAGE 
DB FILE

MEMORY CARD A
MEMORY CARD B

USB CONNECT
USB LUN SET ▶MULTI, SINGLE
OPERATION 
TIME
OPTION HIGH FRAME RATE

MPEG HD
RAW
INSTALL OPTION
ID

VERSION 
DISPLAY
INITIALIZE

 (EDIT)

PROTECT
DIVIDE
DELETE

*1  픽쳐 프로파일을 [OFF]로 설정한 경우의 설정 
범위

*2 2160/30p를 선택한 경우
*3 2160/24p를 선택한 경우
*4 [60i/50i SEL]을 [60i]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5 [60i/50i SEL]을 [50i]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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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RA/PAINT) 메뉴

다(63페이지).
• 썸네일 또는 플레이백 화면이 표시될 때 

MENU 버튼을 눌러 [EDIT]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조건에 맞게 캠코더를 조정하는 설정입
니다(GAIN SET/   STEADYSHOT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르고 → SEL/SET 다이얼로 
 (CAMERA/PAINT)를 선택합니다.

 ISO/GAIN SEL

ISO 감도/게인 표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ISO

ISO 감도를 표시합니다.
GAIN

게인(dB)을 표시합니다.
 참고

• ISO 감도와 게인은 별도의 다른 값으로 각각 
저장됩니다.

• [ISO/GAIN SEL]은 FULL AUTO 버튼이 꺼져 
있을 때만(켜지지 않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PXW-FS5에서는 다음 ISO/GAIN 설정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버전 4.0 이상 사용)(5페이지 참조).

 ISO SET

ISO/GAIN L/M/H 스위치의 위치에 해당하는 
ISO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L]: ISO800, [M]: ISO1600, [H]: ISO3200

①  SEL/SET 다이얼로 (CAMERA/PAINT) → 
ISO SET → L, M 또는 H를 선택합니다.

②  SEL/SET 다이얼로 ISO 감도 값을 설정한 다
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ISO800 ~ ISO32000 사이에서 1/3EV 단위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ISO 감



148

(CAMERA/PAINT) 메뉴(계속)

도가 더 높습니다.
③ SEL/SET 다이얼로 [OK]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설 정 할  수  있 는  값 은  픽 쳐  프 로 파 일 의 
[GAMMA]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STANDARD: ISO800 to ISO32000
– STILL: ISO640 ~ ISO25600
– CINE1: ISO640 ~ ISO25600
– CINE2: ISO500 ~ ISO20000
– CINE3: ISO800 ~ ISO32000
– CINE4: ISO800 ~ ISO32000
– ITU709: ISO800 ~ ISO32000
– ITU709(800%): ISO2000 ~ ISO102400
– S-LOG2: ISO2000 ~ ISO102400
– S-LOG3: ISO2000 ~ ISO102400
– HLG: ISO800 ~ ISO32000
– HLG1: ISO400 ~ ISO16000
– HLG2: ISO640 ~ ISO25600
– HLG3: ISO800 ~ ISO32000

 팁

• [ISO/GAIN SEL]을 [ISO]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값은 [GAIN SET]에 설정한 값과 별도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GAIN SET

ISO/게인 스위치의 H, M, L 위치에 해당하는 게
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L]: 0dB, [M]: 9dB, [H]: 18dB

①  SEL/SET 다이얼로 (CAMERA/PAINT) → 
GAIN SET → L, M 또는 H를 선택합니다.

②  SEL/SET 다이얼로 게인 값을 설정한 다음 다
이얼을 누릅니다. 0dB부터 33dB까지 3dB 단
위로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게인이 더 높습니다.

③ SEL/SET 다이얼로 [OK]를 선택합니다.

 팁

• [ISO/GAIN SEL]을 [GAIN]으로 설정한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값은 [ISO SET]에 설정된 값과 별도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AUTO ISO LIMIT

ISO 자동 조정의 상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OFF, ISO1000 ~ ISO25600(1/3EV 단위)

설정값

설정할 수 있는 값은 픽쳐 프로파일의 [GAMMA]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STANDARD: ISO800 ~ ISO25600
– STILL: ISO640 ~ ISO20000
– CINE1: ISO640 ~ ISO20000
– CINE2: ISO500 ~ ISO16000
– CINE3: ISO800 ~ ISO25600
– CINE4: ISO800 ~ ISO25600
– ITU709: ISO800~ ISO25600
– ITU709(800%): ISO2000 ~ ISO80000
– S-LOG2: ISO2000 ~ ISO80000
– S-LOG3: ISO2000 ~ ISO80000
– HLG: ISO800 ~ ISO25600
– HLG1: ISO400 ~ ISO12800
– HLG2: ISO640 ~ ISO20000
– HLG3: ISO800 ~ ISO25600
 참고

• ISO 감도를 수동으로 조정할 때는 이 기능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팁

• [ISO/GAIN SEL]을 [ISO]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값은 [AGC LIMIT]에 설정된 값과 별도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AGC LIMIT

AGC(Auto Gain Control)의 상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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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30dB ~ 0dB(3dB 단위)

 참고

• 게인을 수동으로 조정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팁

• [ISO/GAIN SEL]을 [GAIN]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값은 [AUTO ISO LIMIT]에 설정된 값과 별도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WB PRESET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5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픽쳐 프로파일의 [COLOR MODE]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한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S-GAMUT/xxxxK, 
S-GAMUT3.CINE/ xxxxK 또는 S-GAMUT3/xxxxK

위 컬러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화이트 밸런스 색온
도가 xxxxK로 고정됩니다.

 WB OUTDOOR LEVEL

[WB PRESET]을 [OUTDOOR]로 설정하면 오프
셋 값을 설정하여 실외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 ▶0 ~ +7

(푸른 색을 띰 - 보통 - 붉은 색을 띰)

 참고

• 픽쳐 프로파일의 [COLOR MODE]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한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S-GAMUT/xxxxK, S-GAMUT3.CINE/ xxxxK 또는 
S-GAMUT3/xxxxK
위 컬러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화이트 밸런스 
색온도가 xxxxK로 고정됩니다.

 WB TEMP SET

[WB PRESET]을 [MANU WB TEMP]로 설정하
면 색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2300K ~ ▶ 6500K ~ 15000K(100K 단위)

 참고

• 픽쳐 프로파일의 [COLOR MODE]를 다음과 같이 설
정한 경우 선택할 수 없습니다.

S-GAMUT/xxxxK, S-GAMUT3.CINE/ xxxxK 또는 
S-GAMUT3/xxxxK
위 컬러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화이트 밸런스 색온
도가 xxxxK로 고정됩니다.
 BLACK BALANCE

56페이지 참조

 AE SHIFT

■ ON/OFF

▶OFF

AE SHIFT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N

AE SHIFT 기능을 사용합니다. 선택한 값
(예: -2.0EV)이 LCD 화면에 나타납니다.

■ LEVEL

SEL/SET 다이얼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EV ~ ▶ 0EV ~ +2.0EV(1/4EV 단위)

(어두움 - 표준 - 밝음)

 참고

• 아이리스, 셔터 속도, ISO 감도/게인을 수동
으로 조정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
다.

 팁

• ASSIGN 버튼에 [ON/OFF]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 다이렉트 메뉴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
다.

• LEVEL 조정을 ASSIGN 다이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8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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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NS COMPENSATION

렌즈 보정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AUTO

렌즈 보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OFF

렌즈 보정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D FILTER

ND 필터의 프리셋 값을 설정합니다.
■ PRESET1

▶1/4, 1/8, 1/16, 1/32, 1/64, 1/128

■ PRESET2

1/4, 1/8, ▶1/16, 1/32, 1/64, 1/128

■ PRESET3

1/4, 1/8, 1/16, 1/32, ▶1/64, 1/128

 ND/IRIS DIAL DIRECTION

ND/IRIS 스위치 옆에 있는 다이얼의 작동 방향
을 선택합니다.
▶NORMAL

위쪽으로 돌리면 영상이 밝아집니다. 그립 
ASSIGN 다이얼에 지정한 경우 오른쪽 회전에 
해당합니다.
OPPOSITE

아래쪽으로 돌리면 영상이 밝아집니다. 그립 
ASSIGN 다이얼에 지정한 경우 왼쪽 회전에 해
당합니다.

 CENTER SCAN

이미지 센서의 중앙에서 잘라낸 부분을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배 광학 줌과 동일한 이
미지를 제공합니다.

▶OFF

중앙 스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N( )

중앙 스캔을 사용합니다.

 참고

• 사용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팁

• ASSIGN 버튼에 [ON/OFF]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ZOOM SET

줌 레버를 조작할 때의 동작을 설정합니다.

■ ZOOM TYPE

▶OPTICAL ZOOM ONLY

광학 줌만 사용합니다.
ON[CLEAR IMAGE ZOOM]

광학 줌에 추가로 클리어 이미지 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클리어 이미지 줌을 사용할 때는 얼굴 감지 기
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팁

• 클리어 이미지 줌은 원본에 가까운 화질을 유
지합니다.

■ HANDLE ZOOM

핸들 줌의 유형을 설정합니다.
ZOOM SPEED TYPE

▶VARIABLE

줌 레버를 살짝 누르면 천천히 주밍되며 세
게 누르면 더 빨리 주밍됩니다.
FIXED

고정 속도로 주밍합니다.
OFF

핸들 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ZOOM SPEED

1 ~ (▶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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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RING ROTATE

렌즈에 있는 줌 링의 작동 방식을 선택합니다.
▶LEFT(W)/RIGHT(T)

본체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줌 링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망원 쪽으로 이동합니다.
RIGHT(W)/LEFT(T)

본체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줌 링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망원 쪽으로 이동합니
다.

 참고

• 이 설정은 줌 링의 방향 전환을 지원하는 렌즈
를 장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렌즈에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STEADYSHOT

이 설정은 SteadyShot 이미지 스태빌라이제이션
을 지원하는 렌즈를 장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 )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에서 SteadyShot을 사
용합니다.
ACTIVE ( )

더  강 력 한  스 태 빌 라 이 제 이 션  효 과 로 
SteadyShot을 사용합니다.
OFF ( )

SteadyShot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은 트라이포드를 사용할 때 권장됩니
다.

 참고

• 액티브 이미지 스태빌라이제이션을 지원하는 
렌즈를 사용하여 레코딩할 때만 [ACTIV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스태빌라이제이션 선택 스위치가 있는 
렌즈의 경우 렌즈의 스위치 설정이 우선합니
다. 이미지 스태빌라이제이션 선택 스위치가 
있지만 ACTIVE 이미지 스태빌라이제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렌즈를 장착한 경우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렌즈의 이미지 스태
빌라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렌즈 스위치 켬: STANDARD
렌즈 스위치 끔: OFF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SLOW & QUICK

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HIGH FRAME RAT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4K SUPER SLO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2K SUPER SLO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O BACK LIGHT

역광을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OFF

역광을 보정하지 않습니다.
ON

역광을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FACE DETECTION

47페이지 참조

 VIDEO LIGHT

멀티 인터페이스 슈에 장착된 비디오 조명의 작
동 방식을 설정합니다.

▶POWER LINK 

캠코더를 켜고 끌 때 비디오 조명도 켜지고 
꺼집니다.
REC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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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에서 레코딩을 시작하거나 정지할 
때 비디오 조명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REC LINK+STBY 

캠코더에서 레코딩을 시작하거나 정지할 
때 비디오 조명이 켜지거나 대기 모드로 전
환됩니다.
AUTO 

조명을 자동으로 켜고 끕니다.
 참고

[REC LINK]로 설정하고 수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할 때는 비디오 조명이 켜져 있는 동안 비디
오를 레코딩 할 수 없습니다. 비디오 조명을 켜
고 수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하려면 [POWER 
LINK]로 설정하십시오.

 AF MICRO ADJUSTMENT

LA-EA2/LA-EA4 마운트 어댑터(별매) 및 A 마
운트 렌즈를 사용할 경우 해당 렌즈의 특정 포커
스 설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ON/OFF
    ▶OFF

AF 미세 조정을 비활성화합니다.
ON

AF 미세 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AMOUNT
장착한 렌즈의 조정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에서 더 멀리 포커스를 맞추려면 높은 값
으로 설정하고 캠코더에서 더 가까이 포커스를 
맞추려면 낮은 값으로 설정합니다.
       -20 ~ ▶0 ~ +20

■ CLEAR ALL

등록된 모든 렌즈의 값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AF MICRO ADJUSTMENT]를 [ON]으로 설정하
지 않은 경우 조정 값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촬영 조건에서 값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
다.

• 캠코더에 등록된 렌즈를 장착하면 등록된 값이 
표시됩니다. 렌즈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0]
가 표시됩니다.

• 등 록 된  렌 즈 의  수 가  3 0 개 에  도 달 하 면 
[AMOUNT]가 흐리게 표시되고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추가 렌즈를 등록하려면 이전에 등록한 
렌즈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렌즈를 장착
하고 등록된 값을 삭제한 다음 값을 [±0]으로 초
기화하십시오. 또는 [CLEAR ALL]로 모든 렌즈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조업체의 렌즈를 사용하여 AF 미세 조정
을 수행하면 Sony, Minolta, Konica Minolta 렌
즈의 조정 값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의 렌즈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 같은 규격의 Sony, Minolta, Konica Minolta 렌
즈에 대해 개별 AF 미세 조정을 수행할 수는 없
습니다.

 COLOR BAR

이 기능을 사용하면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을 TV나 
모니터에서 보면서 컬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ON/OFF
    ▶OFF
       컬러 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LCD 화면에 컬러 바를 표시하고 레코딩하
며, 오디오 톤 신호를 출력합니다.

 참고

• 사용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18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포맷을 변경하거나 MENU 버튼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캠코더를 끄면 이 기능이 자동으
로 [OFF]로 설정됩니다.

• 레코딩 또는 포커스 확대 작동 중에는 이 설정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TONE

▶OFF

오디오 톤 신호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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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톤 신호를 출력합니다(1kHz: 최대 
비트, -20dB([60i] 선택 시), -18dB([50i] 선
택 시)).
[ON/OFF]도 [ON]으로 설정하십시오.

 팁

• [TONE]을 [OFF]로 설정한 상태에서 컬러 바
를 레코딩하는 경우 마이크의 사운드가 레코
딩됩니다.

• ASSIGN 버튼에 [ON/OFF]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PICTURE PROFILE

81페이지 참조

레코딩 설정, 입력 및 출력 설정(REC SET/
VIDEO OUT)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SET 다이얼로  
(REC/OUT SET)를 선택합니다.

 REC SET

■ FILE FORMAT

48페이지 참조

■ REC FORMAT

48페이지 참조
(RAW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SIMUL/RELAY REC

42페이지 참조

■ REC BUTTON SETTING

42페이지 참조

■ PROXY REC MODE

49페이지 참조

 VIDEO OUT

■ OUTPUT SELECT

이미지를 출력할 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DI

▶HDMI

VIDEO

▶QFHD REC OUTPUT

133페이지 참조

 (REC/OUT SET)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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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I/HDMI

SDI/HDMI 단자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i]를 선택한 경우:

2160p/1080p/480i

2160p/720p/480i

2160p/1080i/480i

1080p/480i

720p/480i

▶1080i/480i

480p

480i

[50i]를 선택한 경우:

2160p/1080p/576i

2160p/720p/576i

2160p/1080i/576i

1080p/576i

720p/576i

▶1080i/576i

576p

576i

 팁

• 각 연결 케이블 유형에 따른 출력 신호의 해상
도는 1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24p/30p OUTPUT([60i]를 선택한 경우)

[REC FORMAT]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24p로 설
정하고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의 출력 포맷을 설정합니다.

▶24p/30p

24PsF/30PsF

60p(풀다운)

 참고

• 이 기능은 SDI/HDMI가 1080p/480i인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5p OUTPUT([50i]를 선택한 경우)

[REC FORMAT]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25p로 설
정하고 프로그레시브 스캔 방식을 선택한 경우
의 출력 포맷을 설정합니다.
▶25p

25PsF

50p(풀다운)

 참고

• 이 기능은 SDI/HDMI가 1080p/576i인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OWN CONVERT TYPE

비디오 신호의 출력 포맷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3 이미지의 출력 형태를 480p/480i 또는 
576p/576i로 선택합니다.

▶SQUEEZE

이미지의 원래 높이를 유지하면서 가로로 압
축하여 출력합니다.
LETTER BOX(16:9)

이미지의 원래 화면비를 유지하면서 세로로 
압축하여 출력합니다(위 아래에 검정 띠가 
생김).
EDGE CROP

원래 이미지의 오른쪽과 왼쪽 가장자리를 잘
라내고 가운데 부분을 출력합니다.



155

메
뉴

 사
용

 (AUDIO SET) 메뉴

■ HDMI TC OUTPUT

HDMI를 사용하여 타임코드를 다른 방송용 장
비로 출력할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

HDMI 출력 신호에 타임코드 정보를 오버레
이하지 않습니다.
ON

HDMI 출력 신호에 타임코드 정보를 오버레
이합니다.
데이터가 프로젝션된 이미지가 아닌 디지털 
데이터로 전송되며, 연결된 장치는 전송된 
디지털 데이터를 참조하여 시간 데이터를 식
별합니다.

■ SDI/HDMI REC CONTROL

이 기능을 지원하는 외부 레코더에 캠코더를 연
결한 경우, 외부 레코더가 캠코더와 동기 상태로 
자동으로 레코딩을 시작/정지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

캠코더와 동기 상태로 레코딩하지 않습니다.
ON

캠코더와 동기 상태로 외부 레코더에 레코딩
합니다.

오디오 레코딩 설정(AVCHD AUDIO FORMAT/

XLR SET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SET 다이얼로  
(AUDIO SET)를 선택합니다.

 VOLUME

SEL/SET 다이얼을 돌려 볼륨을 조정합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AVCHD AUDIO FORMAT

AVCHD 레코딩에 사용할 오디오 포맷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INEAR PCM ( LPCM)

리니어 PCM 시스템으로 레코딩합니다.
DOLBY DIGITAL ( DdbyD)
Dolby Digital 시스템으로 레코딩합니다.

 CH1 INPUT SELECT

CH-1 오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INT MIC

내장 마이크
INPUT1

INPUT 1 단자 입력
MI SHOE MIC

멀티 인터페이스 슈에 장착된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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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INPUT SELECT

CH-2 오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INT MIC

내장 마이크
INPUT1

INPUT 1 단자 입력
INPUT2

INPUT 2 단자 입력
MI SHOE MIC

멀티 인터페이스 슈에 장착된 마이크

 AUDIO LIMIT

CH-1/CH-2의 클리핑 노이즈 감소 기능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OFF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N

기능을 사용합니다.
 참고

• 이 기능은 AUTO/MAN(CH1/CH2) 스위치를 
“MAN”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HEADPHONE OUT

84페이지 참조

 INT MIC SET

■ INT MIC SENS

내장 마이크의 오디오 레코딩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RMAL

방송용 장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도
HIGH( )
가전 제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감도
상태 확인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
다.

■ INT MIC WIND

내장 마이크의 저음 입력 사운드를 낮춰 윈드 노
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OFF

윈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
다.
ON( )

윈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사용합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 CH-1과 CH-2(CH-1: INT MIC, CH-2: INT 
MIC)에 모두 내장 마이크를 선택한 경우, 촬
영 및 대기 시에 헤드폰에서 출력되는 소리가 
실제 레코딩되는 사운드보다 스테레오 효과가 
감소됩니다.

 XLR SET

■ XLR AGC LINK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CH-1과 CH-2
에 별도의 또는 서로 연결된 AGC(Auto Gain 
Control)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PARATE

채널 1과 2에 별도의 AGC를 적용합니다. 채
널 1과 2의 사운드 입력이 개별적으로 레코
딩됩니다.

LINKED ( )

AGC를 링크합니다(채널 1과 2가 스테레오
처럼 링크된 AGC로 레코딩됩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 표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 CH-1과 CH-2 모두 AUTO/MAN 스위치를 
“AUTO”로 설정하고, 두 채널 모두 INPUT 1/
INPUT 2 스위치에 LINE, MIC 또는 MIC+48V
를 선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82페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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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1 TRIM

INPUT 1 단자의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정할 수 있
습니다.

-18dB, -12dB, -6dB, ▶0dB, +6dB, +12dB

 참고

• INPUT 1 스위치를 “LINE”으로 설정한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NPUT1 WIND

▶OFF

INPUT 1 단자의 윈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ON( )

INPUT 1 단자의 윈드 노이즈 감소 기능을 
사용합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 INPUT 1 스위치를 “LINE”으로 설정한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INPUT2 TRIM

■ INPUT2 WIND

INPUT1의 해당 기능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십시
오.

 팁

• 레코딩 레벨을 “AUTO”로 설정하고 INPUT 
TRIM을 [0dB]로 설정하면, 레퍼런스 레코
딩 레벨에서 -48dBu 입력이 레코딩됩니다
(-48dBu는 0dB 레벨에 해당함). 예를 들어, 
감도가 -30dB(0dB = 1kHz에서 1V/Pa)인 마
이크를 연결하고 1kHz 74dB SPL 음압 레벨이 
입력되는 경우(마이크 출력 -48dBu), INPUT 
TRIM을 [0dB]로 설정하십시오. 감도가 -36dB
인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INPUT TRIM을 

[+6dB]로 설정하면 감도가 -30dB인 마이크와
의 감도 차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INPUT TRIM 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도가 높은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하이 레벨 오디오를 레
코딩하려면 설정을 음수 방향으로 조정하십시
오. 감도가 낮은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로우 레
벨 오디오를 레코딩하려면 설정을 양수 방향
으로 조정하십시오.

• 입력 단계 또는 레코딩 단계에서 볼륨이 큰 오
디오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단
계의 왜곡에 대응하려면 INPUT TRIM 기능을 
사용하여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레코딩 단계
의 왜곡에 대응하려면 전체 레벨을 수동으로 
낮추십시오.

• INPUT TRIM을 음수 방향으로 너무 많이 조정
하면 마이크에서 입력되는 오디오 레벨이 너
무 낮아져 S/N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하는 마이크와 레코딩할 사운드 필드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XLR SET] 기능의 효과를 
테스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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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PLAY SET) 메뉴

디스플레이 설정(MARKER/DISPLAY OUTPUT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SET 다이얼로  
(DISPLAY SET)를 선택합니다.

 HISTOGRAM

히스토그램은 이미지에 특정 밝기를 가진 픽셀
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를 보여 주는 휘도 분
포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OFF

히스토그램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히스토그램을 표시합니다.
100% 위치에서 라인이 나타나며 라인 위 영
역의 컬러가 바뀝니다.

                                        히스토그램

ON [ZEBRA POINT]

히스토그램에 지브라 패턴이 나타나는 위치
가 표시됩니다. [ZEBRA]로 설정한 밝기 레
벨에 라인이 표시됩니다.

 참고

• 수퍼 슬로우 모션 모드를 설정한 경우 표시되
지 않습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ZEBRA

54페이지 참고하세요.

 PEAKING

■ ON/OFF

    ▶OFF

피킹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
LCD 화면에 윤곽이 강조된 이미지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포커스를 더 쉽게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COLOR

피킹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ITE, RED, YELLOW

■ LEVEL

피킹 감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IGH, ▶ MIDDLE, LOW

 참고

• 강조된 윤곽은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되지 않
습니다.

 팁

• 이 기능과 함께 포커스 확대 기능(46페이지)
을 사용하면 포커스를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습
니다.

• ASSIGN 버튼에 [ON/OFF]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MARKER

■ ON/OFF

▶OFF

마커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마커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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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용

■ CENTER

▶OFF

중앙에 마커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LCD 화면 중앙에 마커를 표시합니다.

■ ASPECT

  ▶OFF
화면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4:3, 13:9, 14:9, 15:9, 1.66:1, 1.85:1, 

2.35:1

화면비로 정의되는 디스플레이 영역의 경계
에 마커를 표시합니다.

■ SAFETY ZONE

▶OFF

안전 영역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80%, 90%

80% 또는 90%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일반 TV
에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의 경계
에 마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GUIDEFRAME

▶OFF

가이드 프레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가이드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피사체의 가로 및 세로 화면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마커는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되지 않습니다.
• 마커 표시를 켠 경우 [DISPLAY OUTPUT]을 

[ALL OUTPUT]으로 설정해도 타임코드, 지브
라, 피킹, 얼굴 감지 프레임만 출력됩니다.

• [FOCUS MAGNIFIER] 사용 중에는 마커를 표
시할 수 없습니다.

• 마커 표시는 외부 장치에 출력할 수 없습니다.
 팁

• 모든 종류의 마커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
다.

• 피사체를 가이드 프레임 마커의 십자 표시에 
배치하면 균형 잡힌 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 ASSIGN 버튼에 [ON/OFF]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8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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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SET) 메뉴(계속)

 FOCUS MAG RATIO

포커스 확대 배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0

×8.0

▶×4.0/×8.0

FOCUS MAG 버튼을 누를 때마다 [x4.0] → 
[x8.0] → OFF의 순서로 설정이 바뀝니다.

 CAMERA DATA DISPLAY

OFF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설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ON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설정을 
지속적으로 표시합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 수동 조정 중에는 이 기능의 설정과 관계없이 
LCD 화면에 설정값이 나타납니다.

• 는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된 값임을 나타냅
니다.

• DATA CODE 기능이 지정된 버튼을 누를 때
마다 표시되는 설정이 바뀝니다(122페이지).

 AUDIO LEVEL DISPLAY

▶ON

LCD 화면에 오디오 레벨 미터를 표시합니
다.

                                   오디오 레벨 미터

OFF

오디오 레벨 미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ZOOM DISPLAY

▶BAR

줌 위치를 나타내는 바를 표시합니다.
NUMBER

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0 ~ 99)를 표시합니
다.

 FOCUS DISPLAY

▶METER

포커스 거리를 미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FEET

포커스 거리를 피트 단위로 표시합니다.

아이리스 값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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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용

 SHUTTER DISPLAY

▶SECOND

셔터 표시를 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DEGREE

셔터 표시를 도 단위로 표시합니다.

캠코더가 이미지 센서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읽
는 시간과 같은 셔터 속도가 360도로 정의됩니
다. 이 정의에 따라 각도가 계산되어 표시됩니
다.
[60i]를 선택한 경우

-  [REC FORMAT]에서 60 프레임 레이트를 선
택했고 셔터 속도가 1/60인 경우 셔터 앵글이 
360도입니다.

-  [REC FORMAT]에서 30 프레임 레이트를 선
택했고 셔터 속도가 1/30인 경우 셔터 앵글이 
360도입니다.

-  [REC FORMAT]에서 24 프레임 레이트를 선
택했고 셔터 속도가 1/24인 경우 셔터 앵글이 
360도입니다.

[50i]를 선택한 경우

-  [REC FORMAT]에서 50 프레임 레이트를 선
택했고 셔터 속도가 1/50인 경우 셔터 앵글이 
360도입니다.

-  [REC FORMAT]에서 25 프레임 레이트를 선
택했고 셔터 속도가 1/25인 경우 셔터 앵글이 
360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8페이지의 [REC FORMAT] 설
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DATA CODE 기능이 지정된 ASSIGN 버튼을 
누를 때 나타나는 셔터 속도는 이 설정과 관계 
없이 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팁

• 셔터 속도가 360도 이상인 경우 360도의 정수 
배율로 표시됩니다(360 x 2 등).

 DATA CODE

플레이백하는 동안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FF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DATE/TIME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CAMERA DATA

카메라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 플레이백 도중에만 표시됩니다.

 GAMMA DISP ASSIST

111페이지 참조

 LCD BRIGHT

LCD 화면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CD 
밝기를 변경해도 레코딩되는 이미지의 밝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NORMAL

BRIGHT

 참고

• AC 어댑터를 연결한 경우 선택이 비활성화되
며, 배터리 팩을 연결했을 때 활성화됩니다.

 VF COLOR TEMP.

뷰파인더의 색온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온도를 낮게 설정하면 뷰파인더에 붉은 색조
가 나타나고 색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푸른 색조
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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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SET) 메뉴(계속)  (TC/UB SET) 메뉴

 VF/LCD PANEL

LCD 화면 또는 뷰파인더 중 어디에 카메라 이미
지를 표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LCD PANEL

이미지를 항상 LCD 화면에 표시합니다.
AUTO

사용자가 뷰파인더를 들여다 볼 때 자동으로 
뷰파인더에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
으면 이미지를 항상 LCD 화면에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ISPLAY OUTPUT

타임코드와 같은 표시 정보를 어디로 출력할 것
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CD PANEL

정보를 LCD 화면에 출력합니다.
ALL OUTPUT

정보를 SDI OUT, HDMI OUT,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 LCD 화면으로 출력합니다. 지브라, 
피킹, 얼굴 감지 프레임도 출력됩니다.
 참고

• [MARKER]를 [ON]으로 설정했고 LCD 화면에 
마커가 표시되는 경우 타임코드, 지브라, 피
킹, 얼굴 감지 프레임만 출력됩니다.

타임코드 설정(TC PRESET/UB PRESET/TC 

FORMAT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SET 다이얼로  
(TC/UB SET)를 선택합니다.

 TC/UB DISPLAY

타임코드와 유저 비트 사이에서 표시를 전환합
니다.
▶TC

타임코드를 표시합니다.
U-BIT

유저 비트를 표시합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TC PRESET

112페이지 참조

 UB PRESET

112페이지 참조

 TC FORMAT

[60i/50i SEL]을 [60i]로 설정한 경우 타임코드 레
코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0i]로 설정한 
경우 이 설정이 [NDF]로 고정됩니다.
▶DF

타임코드를 드롭 프레임으로 레코딩합니다.
NDF

타임코드를 논드롭 프레임으로 레코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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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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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60 i /50 i  SEL]을 [60 i ]로 설정했더라도 
1080/24p로 레코딩하는 경우 이 설정이 
[NDF]로 고정됩니다.
 팁

드롭 프레임
타임코드는 초당 30프레임을 기준으로 하지만, 
NTSC 이미지 신호의 실제 프레임 주파수는 초
당 29.97프레임이기 때문에 장시간 레코딩하는 
경우 실제 시간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드롭 프레
임은 이 차이를 보정하여 타임코드를 실제 시간
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드롭 프레임에서는 매 10
분째를 제외하고 매 분마다 첫 번째 두 프레임 
번호가 제거됩니다. 이러한 보정이 적용되지 않
는 타임코드를 논드롭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타
임코드가 증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C RUN

▶REC RUN

레코딩 중에만 타임코드가 증가합니다.
이전 레코딩의 마지막 타임코드에 이어서 타
임코드를 레코딩하려면 이 설정을 선택합니
다.
FREE RUN

캠코더의 작동 모드와 상관 없이 타임코드가 
증가합니다.
 참고

• [REC RUN] 모드에서 타임코드가 증가하더라
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임코드가 순차적
으로 레코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레코딩 포맷을 변경한 경우
-  이미지를 메모리 카드에 동시에 레코딩하는 
경우

-  메모리 카드를 분리한 경우
• 슬로우 앤 퀵 모션 레코딩과 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의 경우 [REC RUN]이 자동으로 선택됩
니다.

 TC MAKE

▶PRESET

새로 설정한 타임코드를 메모리 카드에 레코
딩합니다.
REGENERATE

메모리 카드에서 이전 레코딩의 마지막 타임
코드를 읽고 마지막 타임코드에 이어서 새 타
임코드를 레코딩합니다.
타임코드는 [TC RUN] 설정과 관계없이 [REC 
RUN] 모드로 작동합니다.

 UB TIME REC

▶OFF

유저 비트에 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ON

유저 비트에 시간을 기록합니다.
 참고

• [ON]으로 설정하면 마지막 2자리가 00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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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SET) 메뉴  (SYSTEM) 메뉴

Wi-Fi 기능 설정(CTRL W/SMARTPHONE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SET 다이얼로  
(SYSTEM)를 선택합니다.

 CTRL W/SMARTPHONE

88페이지 참조

 STREAMING

97페이지 참조

 FTP TRANSFER

99페이지 참조

 WIRED LAN SET

96페이지 참조

 Wi-Fi SET

92페이지 참조

 AIRPLANE MODE

96페이지 참조

 ROOT CERTIFICATE

101페이지 참조

 NETWORK RESET

102페이지 참조

레코딩 시 설정 또는 기타 기본 설정(AREA 

SET/BEEP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9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SET 다이얼로  
(NETWORK SET)를 선택합니다.

 STATUS CHECK

123페이지 참조

 CAMERA PROFILE

메모리 카드에 최대 99개의 카메라 프로파일 설
정을 저장하고 언제든 불러와 쉽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여러 캠코더에 같은 설정을 적용해
야 하는 경우 메모리 카드를 통해 모든 카메라에 
원하는 설정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

• 50i 모델과 60i 모델의 카메라 프로파일은 호
환되지 않습니다.

• PXW-FS5 및 PXW-FS5M2의 카메라 프로파일
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했거나 생성 중 
전원을 끈 경우 파일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면 저장된 카메라 프로
파일이 삭제됩니다.
 팁

• 저장할 수 있는 항목은 메뉴 설정값, 픽쳐 프
로파일, 버튼 등입니다. 이러한 설정값은 카메
라 프로파일과 함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LOAD

카메라 프로파일을 로드한 다음 설정을 실행합
니다.
①  SEL/SET 다이얼을 사용하여 로드할 카메라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캠코더가 다시 시작되고 로드된 카메라 프로
파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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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캠코더에 다른 모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컴
퓨터에서 편집한 카메라 프로파일은 로드할 
수 없습니다.

■ SAVE

카메라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①  SEL/SET 다이얼을 사용하여 [NEW FILE] 또

는 기존 프로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②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프로파일이 저장됩니다.
 팁

• [NEW FILE]을 선택하면 프로파일 이름이 [01]
로 지정됩니다(처음으로 저장하는 경우).

• 기존 카메라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경우 현재 
설정값이 덮어 쓰여집니다.

• 저장된 설정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편집할 수
는 없습니다.

■ DELETE

저장된 카메라 프로파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SEL/SET 다이얼을 사용하여 삭제할 카메라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S&Q BUTTON SETTING

S&Q 버튼에 할당할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Q/SUPER SLOW

S&Q 버튼을 누를 때마다 [S&Q MOTION] → 
[SUPER SLOW MOTION] → OFF의 순서로 
설정이 바뀝니다.
S&Q MOTION

슬로우 앤 퀵 모션을 설정합니다.
SUPER SLOW MOTION

수퍼 슬로우 모션을 설정합니다.
 참고

• FULL AUTO 버튼이 켜져 있을 때는 슬로우 
앤 퀵 모션과 수퍼 슬로우 모션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S&Q BUTTON SET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SSIGN BUTTON

85페이지 참조

 ASSIGN DIAL

85페이지 참조

 ASSIGN DIAL DIRECTION

ASSIGN 다이얼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RMAL 

   정상 방향
OPPOSITE 

반대 방향

 CLOCK SET

33페이지 참조

 AREA SET

시계를 정지하지 않고도 시차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캠코더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계를 
현지 시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SUMMERTIME

서머 타임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이 설정을 변
경하여 해당 기간 동안 시간을 1시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간을 1시간 빠르게 설정하려면 
[SUMMERTIME]을 [ON]으로 설정합니다.
▶OFF

서머 타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ON

서머 타임을 설정합니다.

 LANGUAGE

LCD 화면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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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SETTING

11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GPS INFORMATION

1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O CLOCK ADJ

1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UTO AREA ADJ

1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ATE REC

▶OFF

이미지에 날짜와 시간을 수퍼임포즈하지 않습
니다.
ON

이미지에 날짜와 시간을 수퍼임포즈합니다.
 팁

• 인터레이스 주사 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지브라 또는 피킹을 활성화하면 날짜와 시간 
문자가 신호의 영향을 받지만 이미지에는 올
바르게 레코딩됩니다.

 BEEP

▶OFF

신호음을 울리지 않습니다.
ON

작동 신호음을 울립니다.

 REC LAMP[F]

▶ON

전면 카메라 레코딩 표시등을 켭니다.
OFF

전면 카메라 레코딩 표시등을 끕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REC LAMP[R]

▶ON

전면 카메라 레코딩 표시등을 켭니다.
OFF

후면 카메라 레코딩 표시등을 끕니다.
 팁

• 이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85페이지).

 HOLD SW SET

HOLD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할 때 잠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W/REC BUTTON

START/STOP 버튼의 기능을 잠글 것인지 설
정합니다.
ON

잠금
▶OFF

잠그지 않음

■ W/GRIP REMOTE

그립 리모트 기능과 LANC 리모트 제어 기능을 
잠글 것인지 설정합니다.
▶ON

잠금
OFF

잠그지 않음

 REMOTE CONTROL

▶ON

기본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활성화합
니다(11페이지).
OFF

다른 장치를 무선 제어하는 작동 실수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기본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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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활성화합니다.

 60i/50i SEL

레코딩할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적절하게 설정
합니다.
▶60i

24p, 30p, 60i 또는 60p로 레코딩하는 경우
50i

25p, 50i 또는 50p로 레코딩하는 경우
 참고

• 60i(50i)로 포맷 또는 레코딩한 메모리 카드
는 50i(60i)에서 레코딩 또는 플레이백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0i에서 50i로 또는 50i에서 60i로 전환한 후 
LCD 화면에 [A movie with a different video 
signal format from this device has been 
recorded. Movie recording disabled.]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다른 메모리 카드를 사용
하거나 [MEDIA FORMAT]을 실행하십시오.

 MEDIA FORMAT

136페이지 참조

 REPAIR IMAGE DB FILE

138페이지 참조

 USB CONNECT

캠코더를 USB 케이블로 다른 장치에 연결할 때 
LCD 화면에 [USB CONNECT]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USB LUN SET

USB 연결 기능을 제한하여 외부 장치와의 호환
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MULTI

정상 조건에서는 [MULTI]로 설정합니다.
SINGLE

[MULTI] 설정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없는 경

우 [SINGLE]로 설정합니다.

 OPERATION TIME

총 작동 시간을 10시간 단위로 표시합니다.

 OPTION

옵션의 설치 상태를 표시합니다.

 VERSION DISPLAY

캠코더와 렌즈의 현재 버전을 표시합니다. 펌웨
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 업데이트를 수행하려면 AC 어댑터를 사용하
십시오. 시계 설정을 포함한 모든 설정을 기본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INITIALIZE

시계 설정을 포함 해 모든 설정 값을 디폴트 값
으로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픽쳐 프로파일 설정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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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해결

캠코더 사용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흐름도를 참조하십시오.

① 168 ~ 174페이지의 항목을 참조하여 캠코더를 확인합니다.

② 전원을 분리하고 약 1분 후 전원을 다시 연결한 다음 캠코더를 켭니다.

③ MENU 버튼을 누르고  (SYSTEM) →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실행하면 날짜, 시간, 영역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④ 소니 대리점 또는 가까운 소니 인증 서비스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전원/LCD 화면/무선 리모트 커맨더(168페이지)
• 메모리 카드(170페이지)
• 레코딩(170페이지)
• 플레이백(172페이지)
• TV 연결(173페이지)
• 복사/편집/다른 장치 연결(174페이지)
• 컴퓨터 연결(174페이지)
• ND FILTER 다이얼(174페이지)

 전원/LCD 화면/무선 리모트 커맨더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갑자기 꺼지는 경우

• 충전된 배터리 팩을 캠코더에 장착하십시오(21페이지).
•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캠코더를 콘센트(소켓)에 연결하십시오(22페이지).

전원을 켰는데도 캠코더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전원을 분리한 다음(배터리 또는 AC 어댑터) 약 1분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 HOLD 스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주황색 부분이 보이면 홀드 상태임을 나타내며, 필요할 경우 홀

드 상태를 해제하십시오.

캠코더가 따뜻해진 경우

• 사용 중에 카메라 본체가 따뜻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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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배터리 시간 표시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 주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습니다. 또는 배터리 팩이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 배터리를 다시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일 수 있습니

다.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21페이지).
• 특정 상황에서는 표시되는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CD 화면을 분리하

면 남은 배터리가 정확하게 표시되기까지 약 1분이 소요됩니다.

배터리 팩이 너무 빨리 방전되는 경우

• 주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습니다. 또는 배터리 팩이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 배터리를 다시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일 수 있습니

다.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21페이지).

뷰파인더의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이미지가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뷰파인더 디옵터 조정 다이얼을 돌리십시오(35페이지).

기본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REMOTE CONTROL]을 [ON]으로 설정하십시오(166페이지).
• 무선 리모트 커맨더와 캠코더의 리모트 센서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 햇빛이나 천장등과 같이 강한 광원을 리모트 센서에서 멀리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선 리모

트 커맨더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 극성 표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새 배터리를 넣으십시오(11페이지).

기본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할 때 다른 영상 장비가 오작동하는 경우

• 영상 장비에 DVD2 이외의 명령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 영상 장비의 센서를 검정색 종이로 덮으십시오.

REMOTE 단자에 장치를 연결했을 때 캠코더 또는 해당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 장치의 호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연결된 장치가 일부 조작에 느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 캠코더의 REMOTE 단자에 아직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 장치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면 캠

코더가 설정을 올바르게 복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의 REMOTE 단자에서도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는데 캠코더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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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 카드가 컴퓨터에서 포맷되었습니다. 캠코더에서 포맷하십시오(136페이지).

데이터 파일 이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거나 깜빡이는 경우

•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 파일 포맷이 캠코더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185페이지).

메모리 카드 표시등이 깜빡이는 경우

• 레코딩 도중 메모리 카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을 정지하고 데이
터베이스 파일을 복구하십시오.

메모리 카드에 있는 이미지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

• 편집 화면에서 삭제할 이미지를 100장까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가 보호된 상태입니다. 이미지의 보호를 해제하십시오(134페이지).

메모리 카드를 복구하라는 화면이 나타나는 경우

• 가장 최근의 레코딩 도중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가능한 한도까지 복구하려면 [OK]를 누릅니다.
• 복구하지 않고 계속하려면 [Cancel]을 누릅니다.

 레코딩

START/STOP 버튼을 눌렀는데 레코딩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 플레이백 화면이 표시되는 상태입니다. 플레이백을 중단하십시오(121페이지).
• START/STOP 버튼이 HOLD 스위치로 잠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6페이지).
• 메모리 카드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새 메모리 카드로 교체하거나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거나

(136페이지)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하십시오(135페이지).
• 동영상 씬의 총 개수가 이 캠코더에서 레코딩 가능한 용량을 초과했습니다(178페이지).
•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하십시오(135페이지).
• 캠코더의 온도가 과도하게 높습니다. 캠코더의 전원을 끈 다음 서늘한 장소에 한동안 그대로 두

십시오.
• 캠코더의 온도가 과도하게 낮습니다. 캠코더의 전원을 끈 다음 따뜻한 장소에 한동안 그대로 두

십시오.
• 레코딩 도중 메모리 카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을 정지하고 데이

터베이스 파일을 복구하십시오.

레코딩을 정지한 후에도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

• 방금 촬영한 씬이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되는 중입니다.

문제 해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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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징 필드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 이미징 필드는 캠코더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실제 동영상 레코딩 시간이 예상 레코딩 시간보다 짧은 경우

• 레코딩 조건에 따라 레코딩 가능한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예: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레코딩하는 경우 등) (178페이지).

변경한 설정이 캠코더에 유지되지 않는 경우

• 일부 메뉴 항목은 전원을 끄면 기본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 포커스 확대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 ON/STANDBY 스위치를 ON(I)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전원을 분리했습니다. 캠코더 ON/

STANDBY 스위치를 STANDBY( )로 설정하고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
를 분리하기 전에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 ( )로 설정하고 몇 초 기다린 후 전원을 
분리하십시오.

레코딩 버튼을 누른 시점과 실제로 동영상 레코딩이 시작 또는 정지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캠코더에서 레코딩 버튼을 누르는 시점과 실제로 동영상 레코딩이 시작/정지되는 시점 사이에
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오토 포커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 FOCUS 스위치를 “AUTO”로 설정하여 자동 조정을 활성화하십시오(45페이지).
• 오토 포커스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하십시오(44페이지).

메뉴 항목이 흐리게 나타나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 흐리게 표시된 항목은 현재 레코딩/플레이백 상황에서 선택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 일부 기능은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과 메뉴의 예를 보

여줍니다.
사용할 수 없음(메뉴 비활성화) 상황

[AE SHIFT]의 [ON/OFF]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를 모두 수동으로 설정
한 경우

[ZEBRA], [PEAKING] [COLOR BAR]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TC PRESET] [TC MAKE]를 [REGENERATE]로 설정한 경우
[COLOR BAR] [REC FORMAT]을 [XAVC QFHD]로 설정한 경우

아이리스, ISO 감도/게인, 셔터 속도,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 FULL AUTO 버튼을 눌러 완전 자동 모드를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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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화면에 작은 백색, 적색, 청색 또는 녹색 점이 나타나는 경우

• 이 현상은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51페이지).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프레임을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피사체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

• 이는 포컬 플레인 왜곡이라 부르는 현상이며, 오작동이 아닙니다. 촬상 소자(CMOS 센서)가 이
미지 신호를 읽는 방식으로 인해 프레임을 빠르게 지나가는 피사체는 촬영 조건에 따라 왜곡되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가로 줄이 나타나는 경우

• 형광등, 나트륨등 또는 수은등 조명에서 촬영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
다. 셔터 속도를 변경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51페이지).

이미지가 수평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는 경우

• 피사체를 플래시로 계속 비추면 LCD 화면의 이미지가 가로로 분리되어 보입니다. 이 현상은 느
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Catalyst Brows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이미지 수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TV 화면 또는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때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는 경우

• 셔터 속도를 조정하십시오(51페이지).

미세한 패턴이 깜빡이거나 대각선이 들쭉날쭉해 보이는 경우

• [DETAIL]을 음수 쪽으로 조정하십시오(110페이지).

타임코드가 순차적으로 레코딩되지 않는 경우

• 레코딩 포맷 설정을 변경하면 타임코드가 순차적으로 레코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메모리 카드”를 참조하십시오(170페이지).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미지를 플레이백할 수 없는 경우

• 썸네일 화면에서 플레이백할 이미지의 메모리 카드 및 화질을 선택합니다(119페이지).
• 파일 이름 또는 폴더를 수정하거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편집한 경우에는 이미지를 플레이백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 다른 장치로 레코딩한 영상은 플레이백되지 않거나 올바르지 않은 크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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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네일 화면이 표시되도록 하고 SEL/SET 다이얼로 플레이백할 동영상의 썸네일을 선택합니다
(120페이지).

데이터 파일 이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거나 깜빡이는 경우

•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 파일 포맷이 캠코더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185페이지).
• 폴더 구조가 범용 표준과 호환되지 않을 경우 파일 이름만 표시됩니다.

사운드가 나오지 않거나 작게 나오는 경우

• 볼륨을 높이십시오(121페이지).
• 슬로우 앤 퀵 모션 또는 수퍼 슬로우 모션으로 레코딩한 동영상에는 사운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LCD 화면에 “---”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

• [COLOR BAR]를 [ON]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레코딩한 동영상의 카메라 데이터에는 바가 표시
됩니다.

LCD 화면에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

•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촬영한 동영상을 플레이백하는 경우  표시가 나타납니다.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는 캠코더에서 2채널 스테레오로 다운 믹스되어 플레이백됩니다.

 TV 연결

HDMI 케이블로 연결된 TV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모두 플레이백되지 않는 경우

• 저작권 보호 신호가 레코딩된 이미지는 HDMI OUT 단자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 USB 단자가 연결되어 있으면 HDMI OUT 단자에서 신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HDMI 케이블로 연결된 TV, 프로젝터 또는 AV 앰프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모두 플레이백되지 않는 

경우

• HDMI 케이블로 연결된 TV, 프로젝터 또는 AV 앰프에서 영상을 볼 수 없거나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 경우 HDMI 케이블을 분리했다 다시 연결하거나 캠코더를 다시 켜보십시오.

4:3 TV에서 이미지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 또는 화면의 위 아래에 검정 띠가 나타나는 경우

• 16:9(와이드) 모드로 레코딩된 동영상을 4:3 TV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REC/OUT 
SET) → [VIDEO OUT] → [DOWN CONVERT TYPE]을 선택하고 적절한 다운 컨버전 유형을 
설정하십시오(15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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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편집/다른 장치 연결

연결한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타임코드와 기타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

• [DISPLAY OUTPUT]을 [LCD PANEL]로 설정하십시오(161페이지).

레코딩 후 사운드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

• 이 캠코더로 레코딩한 후에는 레코딩에 사운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연결

컴퓨터에서 캠코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다시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 컴퓨터와 캠코더에서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컴퓨터를 다시 부팅한 다음, 컴퓨터와 캠코더를 

올바른 순서에 따라 연결하십시오.

동영상을 볼 수 없거나 컴퓨터로 복사할 수 없는 경우

•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다시 연결하십시오.
• 캠코더에서 컴퓨터로 동영상을 복사하려면 “Catalyst Brows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합

니다.

 ND FILTER 다이얼

ND 필터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

• 다음 절차에 따라 ND 필터를 “CLEAR”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① 캠코더의 전원을 끕니다.
② 원형 캡을 분리합니다.
③ 구멍에 드라이버를 넣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드라이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ND 필터가 
움직입니다. ND 필터가 “CLEAR” 위치로 이동할 때
까지 드라이버를 돌립니다.
크기가 φ2.4 이하인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십시오. 
드라이버 삽입 깊이는 약 1.5cm입니다.

④  PRESET/VARIABLE 스위치를 “PRESET”으로 설정하
고, ND FILTER 다이얼을 “CLEAR” 위치로 전환합니
다.

드라이버 구멍(캡 분리 상태)

문제 해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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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정상 작동 중에는 위 절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ND 필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상 작동 중에 위 절차를 사용하면 ND 유닛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위 절차를 실행한 후에는 서비스 센터에서 캠코더를 수리해야 합니다.
• 위 절차를 실행한 후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캠코더로 계속 레코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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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시 및 메시지

 자가 진단 표시/경고 표시

오류가 발생하면 LCD 화면에 경고 표시가 나타
납니다.
몇 번 문제 해결을 시도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
면 소니 대리점이나 가까운 공식 소니 서비스 업
체에 문의하십시오.

C:06:  

• 배터리 팩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배터리 
팩을 교체하거나 분리하여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C:13:  

•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십시오. 다시 장착한 
후에 캠코더를 작동하십시오.

C:32:  

• 전원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한 다음, 캠코
더를 다시 작동하십시오.

E:   :  

• 168페이지의 (2) ~ (4)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배터리 레벨 경고)

• 배터리 팩이 거의 다 소모되었습니다.
• 작동, 환경 또는 배터리 상태에 따라 배터리 

잔량 수치가 약 10% 남은 것으로 표시될 경
우에도 표시등이 깜빡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온도 관련 경고 표시)

• 배터리 팩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배터리 
팩을 교체하거나 분리하여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메모리 카드 관련 경고 표시) 

느린 깜빡임

•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

족해지고 있습니다. 캠코더에 사용할 수 있
는 메모리 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8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38
페이지).

빠른 깜빡임

• 이미지를 레코딩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
족합니다.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135페이지) 이미지를 다른 미디어에 저장
한 다음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십시오(136페
이지).

•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138페이지).

 (메모리 카드 포맷 관련 경고 표시)

•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었습니다.
• 메모리 카드가 올바르게 포맷되지 않았습니

다(136페이지).

 (호환되지 않는 메모리 카드 관련 경고 

표시)

• 호환되지 않는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었습니
다(38페이지).

 (메모리 카드의 쓰기 방지 관련 경고 표

시)*

• 메모리 카드의 쓰기 방지 스위치가 잠금 위
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다른 장치로 인해 메모리 카드 액세스가 제
한되었습니다.

빠른 깜빡임

•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138페이지).

*  [BEEP]를 [ON]으로 설정한 경우(165페이
지), LCD 화면에 경고 표시가 나타날 때 신호
음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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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표시 및 메시지(계속)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지시에 따르십시오.

 오류 메시지

FTP 전송 또는 스트리밍 배포 도중 문제가 발생하
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
다. 화면에 표시되는 솔루션을 시도해 보십시오.

No registered access point.

등록된 액세스 포인트가 없습니다.
 (NETWORK SET) → [ACCESS POINT 

SET]을 선택하고 액세스 포인트를 등록하십시
오.

Cannot find connectable access point.

Set the access point setting.

액세스 포인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NET-
WORK SET) → [ACCESS POINT SET]을 선택
하고 액세스 포인트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Connection to the access point failed.

Please input your password again.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 보십시오.

Connection with an access point 

disconnected.

Check the connection condition.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연결이 분리되었습니
다. 액세스 포인트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No response from the access point.

액세스 포인트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Failed to acquire an IP address. 

Change the IP address setting.

IP 주소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무선 LAN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
우 (NETWORK SET) → [ACCESS POINT 
SET]을 선택하고 IP 주소를 수동으로 지정하
십시오.
유선 LAN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NETWORK SET) → [WIRED LAN SET]을 
선택하고 IP 주소를 수동으로 지정하십시오.

Network error occurred.

Wi-Fi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Check the LAN cable connection.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LAN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Failed to connect to an FTP server.

Check the FTP server settings.

등록된 FTP 서버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Failed to connect to an FTP server.

FTP 서버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FTP 서버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Could not verify the certificate.

FTP 서버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Connection to the FTP server 

disconnected.

FTP 서버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Cannot upload to the FTP server.

FTP 서버 연결에 성공했지만 파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전송 대상 디렉터리 설정과 FTP 
서버의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Unable to access the media.

메모리 카드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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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레코딩 시간

 동영상 레코딩 예상 시간

(단위: 분)

XAVC QFHD

4K (QFHD)
2160

60Mbps 100Mbps

64GB 100
(100)

65
(65)

4K (QFHD) + 
PROXY (9M)

2160

60Mbps 100Mbps

64GB 85
(85)

55
(55)

XAVC HD

XAVC
1080 720

50Mbps 35Mbps 25Mbps 50Mbps

64GB 120
(120)

170
(170)

220
(220)

120
(120)

XAVC +
PROXY

(9M)

1080 720

50Mbps 35Mbps 25Mbps 50Mbps

64GB 100
(100)

135
(135)

160
(160)

100
(100)

XAVC +
PROXY

(3M)

1080 720

50Mbps 35Mbps 25Mbps 50Mbps

64GB 110
(110)

155
(155)

195
(195)

110
(110)

AVCHD

■  [AVCHD AUDIO FORMAT]을 [LINEAR 

PCM]으로 설정한 경우
(단위: 분)

16GB 70
(70)

80
(80)

110
(110)

185
(145)

32GB 145
(145)

170
(170)

225
(225)

375
(290)

64GB 290
(290)

340
(340)

450
(450)

750
(590)

 
■  [AVCHD AUDIO FORMAT]을 [DOLBY 

DIGITAL]로 설정한 경우
(단위: 분)

16GB 75
(75)

90
(90)

120
(120)

215
(165)

32GB 150
(150)

180
(180)

245
(245)

440
(330)

64GB 305
(305)

360
(360)

495
(495)

880
(665)

• 소니 메모리 카드 사용 시
• 괄호( ) 안의 숫자는 최소 레코딩 가능 시간을 

나타냅니다.
 참고

• 레코딩 시간은 촬영 조건, 피사체 및 [REC 
SET](153페이지)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팁

• 레코딩할 수 있는 씬의 최대 수는 XAVC HD/
QFHD의 경우 600개, AVCHD의 경우 3,999
개입니다.

• 릴레이 레코딩을 사용한 연속 레코딩 시간은 
XAVC HD/QFHD의 경우 6시간, AVCHD의 
경우 13시간입니다.

• 이 캠코더는 VBR(가변 비트 레이트) 포맷을 
사용하여 레코딩 씬에 맞게 화질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 기술로 인해 메모리 카드의 레
코딩 시간이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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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시간(계속)

움직이고 복잡한 이미지가 포함된 동영상은 
더 높은 비트 레이트로 레코딩되므로 메모리 
카드의 전체 레코딩 시간이 줄어듭니다.

• 각 파일 포맷의 비트 레이트(동영상 + 오디오 
등)와 픽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XAVC QFHD
100Mbps 3840x2160
60Mbps 3840x2160

-  XAVC HD
50Mbps 1920x1080
35Mbps 1920x1080
25Mbps 1920x1080
50Mbps 1280x720

-  AVCHD
PS: 최대 28Mbps 1920x1080
FX: 최대 24Mbps 1920x1080, 1280x720
FH :  약  17Mbp s (평균)  1920x1080 , 
1280x720
HQ: 약 9Mbps(평균) 1440x1080, 1280x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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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

 레코딩 포맷 제한

예: 지원, 아니오: 지원되지 않음

기능 XAVC QFHD XAVC HD AVCHD

FACE DETECTION 예
(133페이지) 예 예

COLOR BAR 아니오 예
(프록시 레코딩 OFF)

예
(프록시 레코딩 OFF)

CENTER SCAN 아니오 예 예
SUPER SLOW MOTION 아니오 예 예
S&Q MOTION 예 예 예

STREAMING 예
(60Mbps에 한함) 예 예

DATE REC 아니오 예
(인터레이스 레코딩)

예
(인터레이스 레코딩)

SIMULTANEOUS REC 예 예 예
RELAY REC 예 예 예
PROXY REC MODE 예 예 아니오
동시 레코딩 +  
프록시 레코딩

예
(60Mbps에 한함) 예 아니오

릴레이 레코딩 +  
프록시 레코딩

예
(60Mbps에 한함)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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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시의 기능 제한(계속)

 슬로우 앤 퀵 모션/수퍼 슬로우 모션 레코딩 제한

예: 지원, 아니오: 지원되지 않음

기능 슬로우 & 퀵 모션 수퍼 슬로우 모션

FACE DETECTION 아니오 아니오
COLOR BAR 아니오 아니오
CENTER SCAN 예 아니오
STREAMING 아니오 아니오
DATE REC 아니오 아니오
SIMULTANEOUS REC/RELAY 
REC 아니오 아니오

PROXY REC MODE 아니오 아니오
Wi-Fi 리모트 컨트롤 아니오 아니오
완전 자동 모드 아니오 아니오
HISTOGRAM 예 아니오
PEAKING 예 예
ZEBRA 예 예
WB SET 예 아니오
FOCUS MAGNIFIER 예 예
CLEAR IMAGE ZOOM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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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레코딩 지원 포맷

 참고

• 아래 세 조건을 동시에 선택할 경우 프록시 레코딩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레코딩 모드: 4K(XAVC QFHD)
-  레코딩 포맷 비트 레이트: 100Mbps
-  동시/릴레이 레코딩: ON

원본 파일  프록시 파일

이미지 크기 1280×720 640×360
프레임 레이트(fps) 60(50)p 30(25)p 24p 60(50)p 30(25)p 24p

비트 레이
트(Mbps)

9 9 9 3 3 3

3840×2160 30(25)p 100 지원 지원
60 지원 지원

24p 100 지원 지원
60 지원 지원

1920×1080 60(50)p 50 지원 지원
35 지원 지원

60(50)i 50 지원 지원
35 지원 지원
25 지원 지원

30(25)p 50 지원 지원
35 지원 지원

24p 50 지원 지원
35 지원 지원

1280×720 60(50)p 50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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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레코딩 지원 포맷(계속)

원본 파일  프록시 파일

이미지 크기 1280×720 640×360
프레임 레이트(fps) 30(25)p 24p 60(50)p 30(25)p 24p

비트 레이
트(Mbps)

3 3 2 1 1

3840×2160 30(25)p 60 지원 지원
24p 60 지원 지원

1920×1080 60(50)p 50 지원
35 지원

60(50)i 50 지원 지원
35 지원 지원
25 지원 지원

30(25)p 50 지원 지원
35 지원 지원

24p 50 지원 지원
35 지원 지원

1280×720 60(50)p 50 지원

원본 파일  프록시 파일

이미지 크기 1280×720 640×360
프레임 레이트(fps) 30(25)p 24p 60(50)p 30(25)p 24p

비트 레이
트(Mbps)

3 3 2 1 1

1920×1080 60(50)p PS
60(50)i FX 지원 지원

FH 지원 지원
30(25)p FX 지원 지원

FH 지원 지원
24p FX 지원 지원 지원

FH 지원 지원 지원
1280×720 60(50)p FX

FH
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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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캠코더 사용

전원

기본 제공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100V~240V AC, 50Hz/60Hz 범위 내의 모든 국가/지역에서 캠코
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V 시청

TV에서 볼 영상을 캠코더로 레코딩하기 전에 영상을 볼 국가/지역의 TV 시스템에 맞게 [60i/50i 
SEL]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60i] 또는 [50i] 설정이 필요한 국가 및 지역입니다.
[60i/50i SEL]을 [60i]로 설정해야 하는 국가 및 지역: 바베이도스, 버뮤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
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괌,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
티, 온두라스, 일본, 한국,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미얀마,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필리핀, 푸에르토
리코,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수리남, 타이완, 트리니다드토바고, 미국, 베네수엘라 등. 
[60i/50i SEL]을 [50i]로 설정해야 하는 국가 및 지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
에,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령 기아나, 독
일, 그리스, 홍콩,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탈리아,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모나코, 네덜
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
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베트남 등.

시차로 간단히 시계 설정하기

해외에 있을 때 현지 시간과의 시차를 설정하여 시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AREA SET]을 선
택한 다음, 시차를 설정하십시오(16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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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의 파일/폴더 구조

메모리 카드의 파일/폴더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캠코더에서 동영상과 스틸 이미지를 레코딩/플레
이백할 때는 일반적으로 파일/폴더 구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Memory Stick PRO Duo”
**  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 SDXC 

메모리 카드

 이미지 관리 파일
이 파일을 삭제하면 이미지를 올바르게 레코딩/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AVCHD 영상 관리 정보 폴더
이 폴더에는 AVCHD 동영상 파일의 레코딩 데
이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캠코더의 파일 또
는 폴더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이미지 
파일이 손상되거나 이미지 파일이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XAVC HD/4K(QFHD) 영상 관리 정보 폴더
이 폴더에는 XAVC HD/4K(QFHD) 동영상 파일
의 레코딩 데이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캠코
더의 파일 또는 폴더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이미지 파일이 손상되거나 이미지 파일이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 번호는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카메라 프로파일 폴더 
카메라 프로파일에 저장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폴더 이름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
습니다.
이름이 다른 폴더에 있는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
습니다(164페이지).
SD 카드의 경우:
PRIVATE/SONY/SETTING/model_name
Memory Stick의 경우:
MSSONY/SETTING/model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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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주의사항

 XAVC 포맷

캠코더에서 레코딩 및 플레이백하기

이 캠코더는 XAVC 포맷을 기준으로 4K(QFHD) 
및 HD 화질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Long-GOP 비디오 압축 포맷이 사용됩
니다.
비디오 신호*: MPEG-4AVC/H.264
[60i]를 선택한 경우:

3840×2160/30p, 3840×2160/24p,
1920×1080/60p, 1920×1080/60i,
1920×1080/30p, 1920×1080/24p,
1280×720/60p
[50i]를 선택한 경우:

3840×2160/25p, 1920×1080/50p,
1920×1080/50i, 1920×1080/25p,
1280×720/50p
오디오 신호: LPCM 2채널
레코딩 미디어: 메모리 카드
*  위에 설명된 것 이외의 설정을 사용하여 XAVC 
포맷으로 레코딩된 데이터는 캠코더에서 플레
이백할 수 없습니다.

 AVCHD 포맷

캠코더에서 레코딩 및 플레이백하기

이 캠코더는 AVCHD 포맷에 기반하여 HD 화질
로 레코딩합니다.
비디오 신호*: MPEG-4 AVC/H.264
[60i]를 선택한 경우:
1920×1080/60p, 1920×1080/60i,
1920×1080/24p, 1280×720/60p,
1440×1080/60i
[50i]를 선택한 경우:
1920×1080/50p, 1920×1080/50i,
1280×720/50p, 1440×1080/50i
오디오: Dolby Digital 2채널, LPCM 2채널
레코딩 미디어: 메모리 카드
*  위에 나와 있지 않은 AVCHD 포맷으로 레코딩

된 데이터는 이 캠코더에서 플레이백할 수 없습
니다.

 메모리 카드

• 컴퓨터에서 포맷(초기화)한 메모리 카드는 이 
캠코더와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데이터 읽기/쓰기 속도는 사용하는 메모리 카
드와 메모리 카드 호환 제품의 조합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 소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손상 또는 손실
된 데이터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캠코더가 메모리 카드에서 이미지 파일을 
읽거나 쓰는 동안(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
등이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동안) 메모리 카
드를 배출하거나, 캠코더 전원을 끄거나, 교
체하기 위해 배터리 팩을 분리한 경우

-  메모리 카드를 전기장, 자기장 또는 기타 전
자기 노이즈 발생원 근처에서 사용한 경우

• 중요한 데이터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백
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 메모리 카드 또는 메모리 카드 어댑터에 라벨 
등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 단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금속 물체로 접촉하
지 마십시오.

• 메모리 카드를 구부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 메모리 카드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메모리 카드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 슬롯에 호환되는 크기의 메모리 

카드 외의 다른 것을 삽입하지 마십시오. 오작
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 또
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  여름철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와 같이 온도
가 극히 높은 장소

-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습도가 극히 높거나 부식성 가스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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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데이터 호환성

• 다른 장치에서 사용했던 메모리 카드를 사용
할 수 없을 경우 이 캠코더에서 포맷하십시오
(136페이지). 포맷하면 메모리 카드의 모든 정
보가 삭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캠
코더로 이미지를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에서 수정한 이미지 데이터를 플레이
백하려는 경우

-  다른 장치에서 레코딩한 이미지 데이터를 플
레이백하려는 경우

“Memory Stick” 미디어

"Memory Stick" 종류 레코딩/플레이백

"Memory Stick 
Duo"(MagicGate 적용) 지원하지 않음

"Memory Stick PRO 
Duo"(Mark2) 지원

"Memory Stick PRO-HG 
Duo" 지원

• 이 제품은 병렬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단, 전송 속도는 사용하는 미디어의 종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MagicGate”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이터를 기록하거나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MagicGate”는 콘텐츠를 암호화된 포맷으로 
기록하고 전송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입니다.

 배터리 팩 정보

배터리 팩을 충전하려면

• 캠코더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배터리 팩을 
충전해야 합니다.

배터리 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 주변 온도가 10°C 미만이면 배터리 팩의 성능
이 저하되며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 더 짧아집니다. 이 경우 배터리 팩을 더 오
래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
십시오.
-  배터리 팩을 주머니에 넣어 따뜻하게 한 다
음, 촬영을 시작하기 직전에 캠코더에 장착
하십시오.

-  대용량 배터리 팩을 사용하십시오.
• 캠코더로 레코딩 또는 플레이백하지 않을 때

는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로 설
정하십시오. 캠코더가 레코딩 대기 또는 플레
이백 일시정지 상태일 때도 배터리 팩은 소모
됩니다.

• 예상 레코딩 시간의 2 ~ 3배에 해당하는 예비 
배터리 팩을 준비하고 실제로 레코딩하기 전
에 시험 촬영을 해 보십시오.

• 배터리 팩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배터
리 팩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팩 보관

• 배터리 팩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1
년에 한 번쯤 완전히 충전하여 캠코더에서 완
전히 소모될 때까지 사용하면 정상 기능을 유
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보관하려면 캠
코더에서 분리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두십시오.

• 캠코더에서 배터리 팩을 완전히 방전시키려면 
캠코더를 전원이 꺼질 때까지 레코딩 대기 모
드로 두십시오.

배터리 수명

• 배터리 용량은 시간의 경과 또는 반복적 사용
에 따라 감소합니다. 반복된 충전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크게 감소된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각 배터리의 수명은 보관, 작동 
및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터리 팩 충전

• 충전기(기본 제공)를 사용하여 전용 배터리만 
충전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배터리를 충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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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배터리가 누출되거나 뜨거워지거나 파열되
거나 감전을 일으켜 화상이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는 충전기에서 분리하십
시오.

• 기본 제공된 충전기의 충전 표시등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패턴으로 깜빡입니다.
빠르게 깜빡임...약 0.15초 간격으로 빠르게 
켜지고 꺼집니다.
느리게 깜빡임...약 1.5초 동안 켜짐/꺼짐을 
반복하고 약 1.5초 동안 완전히 꺼집니다. 표
시등이 이 시퀀스를 반복합니다.

• 충전 표시등이 빠르게 깜빡이는 경우 충전 중
인 배터리를 제거하고 동일한 배터리를 다시 
단단히 장착하십시오. 충전 표시등이 계속 빠
르게 깜빡인다면 배터리가 손상되었거나 배터
리가 지정된 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 지정된 유형인지 확인하십시오. 지정된 유
형일 경우 먼저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 새 배
터리나 문제가 없는 배터리를 장착하여 충전
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배터리가 손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충전 표시등이 느리게 깜빡이는 경우 충전기
가 대기 모드이거나 충전이 일시정지된 것입
니다.
주변 온도가 충전에 적합한 온도 범위를 벗어
나면 충전기는 자동으로 충전을 일시정지하고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주변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되면 충전기에서 충전이 다시 시작되
며 충전 표시등이 켜집니다. 배터리 팩을 10 °
C ~ 30 °C 사이의 주변 온도에서 충전하도록 
권장합니다.

 캠코더 취급

사용 및 관리

• 캠코더와 액세서리를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온도가 극히 높거나 낮은 장소. 제품을 직사
광선, 히터 근처, 햇빛 아래 주차된 차량과 같
이 60°C 이상의 고온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이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자기장이나 기계적 진동이 있는 장소.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무선 전파나 방사선 근처. 캠코더의 레
코딩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  AM 수신기나 영상 장비 근처 노이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모래가 많은 해변이나 기타 먼지가 많은 장
소. 캠코더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면 오작
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작동 문제는 수
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LCD 화면, 뷰파인더 또는 렌즈가 직사광선
에 노출될 수 있는 창 부근이나 실외. LCD 화
면이나 뷰파인더 내부가 손상됩니다.

-  습도가 높은 장소
• 이 캠코더는 14.4V DC(배터리 팩) 또는 

12.0V DC(AC 어댑터)로 작동합니다.
• DC 또는 AC 작동 시에 이 사용 설명서에서 권

장하는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 비를 맞추거나 바닷물에 닿는 등과 같이 캠코

더가 젖지 않도록 하십시오. 캠코더가 물에 닿
으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작동 문
제는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체 안에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이 들어간 경
우, 플러그를 뽑고 소니 대리점의 점검을 받으
십시오.

• 캠코더를 거칠게 다루거나, 분해 또는 개조하
거나, 물리적 충격을 주거나, 망치로 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밟는 등의 충격을 주지 마십시
오. 특히 렌즈에 주의하십시오.

• 변형되거나 손상된 배터리 팩을 사용하지 마
십시오.

• 캠코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ON/STAND 
BY 스위치를 STANDBY로 설정하십시오.

• 캠코더를 수건과 같은 물건으로 감싼 상태에

유지보수 및 주의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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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본체 내부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분리할 때에는 코드를 
잡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기십시오. 전원 코
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는 등과 같이 전
원 코드(주 리드선)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 금속 접점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 무선 리모트 커맨더와 버튼형 배터리는 어린

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배터
리를 실수로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배터리 전해액이 누출된 경우
-  가까운 공인 소니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
십시오.

-  피부에 묻은 액체는 깨끗이 씻으십시오.
-  액체가 눈에 들어 간 경우 충분한 물로 씻고 즉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캠코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약 1개월에 한 번씩 캠코더를 켜고 이미지를 
레코딩/플레이백하면 장기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 응결

캠코더를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옮기면 
캠코더 내부에 수분이 응결되어 캠코더가 오작
동할 수 있습니다.

■수분이 응결된 경우

캠코더의 전원을 끈 채로 1시간 정도 그대로 두
십시오.

■수분 응결에 대한 참고사항

캠코더를 다음과 같이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
소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기거나 습한 장소에서 사
용하면 수분이 응결될 수 있습니다.
• 캠코더를 스키 슬로프에서 난방 장치가 가동

되는 장소로 옮기는 경우

• 캠코더를 에어컨이 켜진 자동차나 실내에서 
더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

• 폭우나 소나기가 내린 후 캠코더를 사용하는 
경우

• 캠코더를 덥고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수분 응결을 막는 방법

캠코더를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옮길 경
우에는 비닐 봉지에 싸서 완전히 밀봉하십시오. 
비닐 봉지 안의 온도가 주변 온도와 같아지면(약 
1시간 후) 봉지에서 꺼내십시오.

LCD 화면

• LCD 화면을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화면이 손
상될 수 있습니다.

• 캠코더를 추운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LCD 
화면에 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
동이 아닙니다.

• 캠코더를 사용하는 동안 LCD 화면의 뒷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
다.

■ LCD 화면을 청소하려면

LCD 화면은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을 긁거나 문지르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LCD 화면을 다음과 같이 유지하십시오.
• 지문이나 핸드 크림이 묻으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LCD 화면에서 닦아 
내십시오.

• 티슈로도 LCD 화면을 세게 문지르면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 LCD 화면을 닦기 전에 더스트 블로어 등으로 
먼지나 모래를 불어 내십시오.

• 안경 클리닝 천과 같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
으로 LCD 화면에서 더러움을 닦아 내십시오.

유기 EL 패널 디스플레이 정보

유기 EL 패널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미지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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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밝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작동이 아니며, 유기 EL 패널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케이스

• 케이스가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천에 물
을 살짝 묻혀서 닦은 다음 부드러운 마른 천으
로 닦아 내십시오.

• 표면 마감 처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
사항
-  시너, 벤젠, 알코올, 화학 섬유, 방충제, 살충
제,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  위와 같은 물질을 손에 묻힌 상태에서 캠코
더를 만지지 마십시오.

-  케이스를 고무나 비닐 제품과 접촉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렌즈 관리 및 보관

• 다음과 같은 경우 부드러운 천으로 렌즈 표면
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렌즈 표면에 지문이 묻은 경우, 고온 다습한 
장소에서, 해변과 같은 장소에서 렌즈가 염분
이 많은 공기에 노출된 경우

• 오염물이나 먼지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
에 보관하십시오.

•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위 설명과 같이 렌즈
를 정기적으로 닦으십시오.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 충전

이 캠코더에는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날짜, 시간 및 
기타 설정을 유지하기 위한 충전식 배터리가 탑
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는 
AC 어댑터를 통해 캠코더를 콘센트(소켓)에 연
결하거나 배터리 팩이 장착되어 있는 동안 항상 
충전됩니다. AC 어댑터나 배터리 팩을 연결 또
는 장착하지 않고 캠코더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식 배터리가 약 2개월 후 완전히 방전
됩니다.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한 후 캠코
더를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날짜를 레코딩할 필요가 없으면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캠코더를 계속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충전 절차

기본 제공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캠코더를 콘센
트(소켓)에 연결하거나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하
고, ON/STANDBY 스위치를 STANDBY ( )로 
설정한 상태로 24시간 이상 놔두십시오.

메모리 카드 폐기/양도 시 참고사항

[MEDIA FORMAT] 또는 [DELETE]를 실행하더
라도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컴퓨터에서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메모리 카드를 폐기할 때 메모리 카드의 본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보수 및 주의사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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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일반 사항

사용 전원

12.0V DC(AC 어댑터)
14.4V DC(배터리 팩)

소비 전력

[60i]
뷰파인더 사용, 외부 장치 연결하지 않음, 
SELP10185G 렌즈 장착: 약 11.8W 
[60i]
LCD 화면 사용, 외부 장치 연결, SDI 출
력, SELP10185G 렌즈 장착, XAVC HD 
1080/60p, 50Mbps, 메모리 카드 동시 레코
딩:
약 16.8W 
[50i]
뷰파인더 사용, 외부 장치 연결하지 않음, 
SELP10185G 렌즈 장착: 약 11.5W 
[50i]
LCD 화면 사용, 외부 장치 연결, SDI 출
력, SELP10185G 렌즈 장착, XAVC HD 
1080/50p, 50Mbps, 메모리 카드 동시 레코
딩:
약 16.4W

작동 온도

0 °C ~ 40 °C
보관 온도

-20 °C ~ +60 °C
치수

약 111.3mm ⅹ 128.7mm ⅹ 172.4mm(본
체만, 돌출부 포함)
약 185.2mm × 218.3mm × 369.5mm
(SELP18105G, 렌즈 후드, 대형 아이컵, LCD 
화면, 핸들, 그립 벨트를 제외한 그립, 돌출
부 포함) (너비/높이/깊이)

중량

약 830g(본체만)
약 2.2kg(SELP18105G, 렌즈 후드, 아이컵, 
BP-U30 배터리 팩, LCD 화면, 핸들, 그립 벨
트를 제외한 그립 포함)

시스템

신호 포맷

60i를 선택한 경우:
NTSC 컬러, EIA 표준
HDTV 1080/60i, 1080/60p, 720/60p 규격
50i를 선택한 경우:
PAL 컬러, CCIR 표준
HDTV 1080/50i, 1080/50p, 720/50p 규격

비디오 레코딩 포맷

XAVC QFHD: MPEG-4 AVC/H.264
4:2:0 Long 프로파일
XAVC HD: MPEG-4 AVC/H.264
4:2:2 Long 프로파일
AVCHD: MPEG-4 AVC/H.264
AVCHD 2.0 표준

오디오 레코딩 포맷

XAVC: 리니어 PCM 2채널, 24비트, 48kHz
AVCHD: 리니어 PCM 2채널, 16비트, 
48kHz/Dolby Digital 2채널, 16비트, 48kHz

레코딩 미디어

“Memory Stick” 
SD 카드

카메라

촬상 소자

Exmor Super35 CMOS 센서
유효 픽셀 수

3840(H) × 2160(V)(16:9)
4096(H) × 2160(V)(17:9, RAW 출력 중)

렌즈 마운트

E-마운트
최소 조도

60i: 0.16룩스(F1.4, 셔터 속도 1/24, 오토 게
인)
50i: 0.18룩스(F1.4, 셔터 속도 1/25, 오토 게
인)

셔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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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i: 1/8초 ~ 1/10,000초
50i/24p: 1/6초 ~ 1/10,000초

슬로우 앤 퀵 모션, 수퍼 슬로우 모션

프레임 레이트 전환 가능
게인

0, 3, 6, 9, 12, 15, 18, 24, 27, 30, 33dB, 
AGC

감마 곡선

전환 가능
내장 ND 필터

CLEAR: 꺼짐
1: 1/4ND
2: 1/16ND
3: 1/64ND
리니어 가변 ND 범위: 1/4ND ~ 1/128ND

ISO 감도

ISO3200(S-Log2/S-Log3 감마)
수평 해상도

1000 TV 라인 이상(1920 x 1080i)

입력/출력

비디오 출력/오디오 출력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
컴포지트(1.0Vp-p, 75Ω)

SDI 신호 출력

BNC 타입(1), SD/HD/3G(Level-B) 전환 가
능
SMPTE 259M/292M/424M/425M 표준

HDMI 출력

Type A(1)
USB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1)
 (헤드폰) 출력

스테레오 미니 단자(φ3.5mm) (1)
오디오 입력

XLR 타입 3핀(암) (2), 라인/마이크/마이크
+48V 전환 가능

DC 입력

DC 단자

REMOTE 단자

스테레오 미니 단자(φ2.5mm) (1)
유선 LAN

LAN 단자
100BASE-TX/10BASE-T

표시

LCD 화면

8.8cm(3.5 타입)
약 1.56M 화소

뷰파인더

1.0cm(0.39 타입)
약 1.44M 화소

내장 마이크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연속 작동 시간

레코딩 시, LCD 화면 켜짐, 뷰파인더 꺼짐, 
외부 장치 연결하지 않음
BP-U90 배터리 팩 사용 시:
[60i] 약 6시간 40분
[50i] 약 6시간 45분
BP-U60 배터리 팩 사용 시:
[60i] 약 4시간 15분
[50i] 약 4시간 20분
BP-U30 배터리 팩 사용 시:
[60i] 약 2시간 10분
[50i] 약 2시간 10분

무선 LAN

지원 표준

IEEE 802.11b/g/n
주파수 대역

2.4GHz 대역
보안

WEP/WPA-PSK/WPA2-PSK
NFC

규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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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정
보

NFC Forum Type 3 Tag 호환

AC 어댑터(AC-UES1230)

사용 전원

100V ∼ 240V AC, 50/60Hz
소비 전력

43W
출력 전압

12V DC*
작동 온도

-5 °C ~ +45 °C
보관 온도

-20 °C ~ +65 °C
치수

약 51.7mm x 32mm x 102.5mm
  (돌출부 제외)
(너비 / 높이 / 깊이)

중량(본체만)

약 190g
* 기타 규격은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충전기(BC-U1)

사용 전원

100V ∼ 240V AC, 50/60Hz

소비 전력

38W

정격 출력

충전 시: 16.4V 1.9A/1.5A

충전식 배터리 팩(BP-U30)

최대 전압

16.4V DC
공칭 전압

14.4V DC
용량

28Wh

디자인 및 규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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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숫자
24p/30p OUTPUT
(24p/30p 출력) ......................154
25p OUTPUT(25p 출력) ...........154
4K ...................................... 48
60i/50i SEL ...........................166

A
AC Adaptor(AC 어댑터) ............ 21
Access point(액세스 포인트) ....... 92
Accessory shoe(액세서리 슈) ...... 27
ACTIVE(액티브) ....................151
AE SHIFT(AE 시프트) ........149, 171
AF MICRO ADJUSTMENT
(AF 미세 조정) ......................152
AGC LIMIT(AGC 제한) ............148
AIRPLANE MODE(비행기 모드) ..163
AMOUNT(조절량) ..................152
AREA SET(지역 설정) ..............165
ASPECT(화면비) ....................159
ASSIGN BUTTON 
(ASSIGN 버튼) ....................... 85
ASSIGN buttons/ASSIGN dial
(ASSIGN 버튼/ASSIGN 다이얼) ....... 85
ASSIGN DIAL DIRECTION
(ASSIGN 다이얼 방향) .............165
AUDIO LEVEL(오디오 레벨) ....... 82
AUDIO LEVEL DISPLAY
(오디오 레벨 표시) ..................160
AUDIO LIMIT(오디오 제한) .......156
AUDIO SET menu
(오디오 설정 메뉴) ..................155
AUTO BACK LIGHT
(역광 자동 보정) .....................151
AUTO ISO LIMIT
(자동 ISO 제한)......................148
AUTO/MAN(자동/수동) ............ 82
Auto ND filter ........................ 54
AVCHD .......................... 48, 186
AVCHD AUDIO FORMAT
(AVCHD 오디오 포맷) ..............155

B
BATT RELEASE(배터리 분리) ...... 21
Battery(배터리) ...................... 21
BEEP(신호음) ........................165
BLACK BALANCE(블랙 밸런스) .. 56
Black balance(블랙 밸런스) ........ 56
BLACK GAMMA(블랙 감마) ......105
BLACK LEVEL(블랙 레벨) .........105

C
CAMERA DATA DISPLAY
(카메라 데이터 표시) ...............159
CAMERA/PAINT menu
(카메라/페인트 메뉴) ...............147
CAMERA PROFILE
(카메라 프로파일) ...................164
CENTER(중앙) ......................158
CENTER SCAN(중앙 스캔) ........150
CH1 INPUT SELECT
(채널1 입력 선택) ...................155
CH2 INPUT SELECT
(채널2 입력 선택) ...................156
CLEAR ALL(모두 삭제) ............152
CLOCK SET(시계 설정) ............. 33
COLOR BAR(컬러 바) ........152, 171
COLOR CORRECTION
(컬러 보정) ...........................108
COLOR DEPTH(컬러 농도) .......108
COLOR MODE(컬러 모드) ........107
COLOR PHASE(컬러 위상) ........107
Connect TV(TV 연결) ..............124
Content Browser Mobile ........... 87
CTRL W/SMARTPHONE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기) ...........163

D
DATA CODE(데이터 코드) ........161
Data code(데이터 코드) ............122
Date and time
(날짜 및 시간) ............... 13, 33, 34
DATE REC(날짜 기록) ..............165
DELETE(삭제) .......................135
DETAIL(디테일) .....................110
DF(드롭 프레임) ....................162
Direct Menu(다이렉트 메뉴) ....... 61
DISPLAY(화면) ......................122
DISPLAY OUTPUT(화면 출력) ....161
DISPLAY SET menu
(화면 설정 메뉴) .....................158
DIVIDE(분할) .......................134
DOWN CONVERT TYPE
(다운 컨버전 유형) ..................154
Drop frame(드롭 프레임) ..........162

F

FACE DETECTION(얼굴 감지)..... 47
FILE FORMAT(파일 포맷) .......... 48
FOCUS(포커스) ...................... 44
FOCUS DISPLAY(포커스 표시) ...160

Focus hold(포커스 고정)............ 45
FOCUS MAG(포커스 확대) .....10, 46
FOCUS MAG RATIO
(포커스 확대 배율) ..................159
Focus magnifier(포커스 확대) ..... 46
Format media(미디어 포맷) .......136
FREE RUN(프리 런) ................162
FTP ..................................... 99
FULL AUTO(완전 자동) ............102
Full auto mode(완전 자동 모드) ..102
Function limitations(기능 제한) ..180

G

Gain(게인) ............................ 51
GAIN SET(게인 설정) ..............148
GAMMA(감마) ......................105
GAMMA DISP ASSIST
(감마 표시 어시스트) ...............161
Gamma display assist
(감마 표시 어시스트) ...............111
GPS function ........................115
Grip(그립) ............................ 31
angle adjustment(각도 조정) ....... 36
rotate lever(회전 레버) .............. 10
GUIDEFRAME(가이드 프레임) ...159

H
Handle record button
(핸들 레코딩 버튼) ................ 6, 42
Handle zoom(핸들 줌) .............. 43
HDMI .................................124
HDMI TC OUTPUT
(HDMI 타임코드 출력) .............155
HDR.................................... 57
Headphone output .................. 84
HFR .................................... 68
High dynamic rande ................ 57
High frame rate ...................... 68
HISTOGRAM(히스토그램) ........158
HOLD(홀드) ............................7
HOLD SW SET(홀드 스위치 설정) 166

I

Image database file(이미지 데이터베
이스 파일) ............................138
INDOOR(실내) ....................... 55
INITIALIZE(초기화) ................167
INPUT 1/INPUT 2(입력 1/입력 2) . 82
INPUT1 TRIM(INPUT1 트림)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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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1 WIND(INPUT1 윈드) ....157
INPUT2 TRIM(INPUT2 트림) .....157
INPUT2 WIND(INPUT2 윈드) ....157
INT MIC SET(내장 마이크 설정) ..156
Iris(아이리스) ......................... 50
ISO/GAIN(ISO/게인) ................ 51
ISO/GAIN SEL(ISO/게인 선택) ...147
ISO sensitivity(ISO 감도) ........... 51
ISO SET(ISO 설정) ..................147

K

KNEE(니) ............................106

L

LANGUAGE(언어) ..................165
Large eyecup(대형 아이컵) ........ 36
LAST SCENE REVIEW
(마지막 씬 리뷰) .....................113
Last Scene Review
(마지막 씬 리뷰) .....................113
LCD BRIGHT(LCD 밝기) ..........161
LCD screen(LCD 화면) ............. 10
Adjusting(조정하기) ................. 35
Connection(연결) .................... 29
Inverting(반전하기) ................114
Lens(렌즈) ...................... 23, 189
mount adaptor(마운트 어댑터) .... 25
LENS COMPENSATION
(렌즈 보정) ...........................150
Lithium battery(리튬 배터리) ...... 11

M

MANU WB TEMP
(색온도 수동 설정) ................... 55
MARKER(마커) ......................158
MEDIA FORMAT(미디어 포맷) ...136
Memory card(메모리 카드)  ........ 38
file/folder structure
(파일/폴더 구조) ....................185
formatting(포맷하기) ...............136
notes(참고사항) .....................186
“Memory Stick” ......................187
“Memory Stick PRO Duo” .........187
Menu(메뉴) ..........................139
    AUDIO SET(오디오 설정) ......155
    CAMERA/PAINT(카메라/페인트)   147  
DISPLAY SET(표시 설정) ..........158
    items(항목) .......................141
    NETWORK SET(네트워크 설정) .163

    REC/OUT SET
    (레코딩/출력 설정) ..............153
    SYSTEM(시스템) .................164
    TC/UB SET
    (타임코드/유저 비트 설정) .....162
Menu, using(메뉴, 사용법) ........139
MIC+48V .............................. 83
Microphone(마이크)
    external(외부) ..................... 28
    internal(내장) ..................... 82
    Multi-interface shoe
    (멀티 인터페이스 슈) ............. 83
MIRROR(미러) ................. 10, 114
Moisture condensation
(수분 응결) ...........................188
Mount adaptor(마운트 어댑터) .... 25
MPEG HD recording ................ 73
Multi-interface shoe
(멀티 인터페이스 슈) ..................6
Multi/micro USB jack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 ............9
Multi-selector(멀티 셀렉터) ........ 10

N

ND filter(ND 필터) .................. 53
ND/IRIS(ND/아이리스) ............. 53
ND/IRIS DIAL DIRECTION
(ND/아이리스 다이얼 방향) .......150
NDF(논드롭 프레임) ................162
Network functions(네트워크 기능) 92
NETWORK RESET
(네트워크 초기화) ...................163
NETWORK SET menu
(네트워크 설정 메뉴) ...............163
NFC .................................... 88

O

OPERATION TIME(작동 시간) ....167
Option ...................................5
OUTDOOR(실외) .................... 55
OUTPUT SELECT(출력 선택) .....153
Output signal format
(출력 신호 포맷) .....................125

P

PEAKING(피킹) ...............158, 171
Picture profile(픽쳐 프로파일) ....103
Playback(플레이백) ................119
Power cord(전원 코드) ............. 22

Power outlet(전원 콘센트) ......... 22
Pre-installed rechargeable battery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 ............189
Preparation(사전 준비).............. 19
Preset mode(프리셋 모드) .......... 53
PROTECT(보호) .....................134
PROXY REC MODE
(프록시 레코딩 모드) ................ 49
Proxy recording(프록시 레코딩) .. 49
PUSH AUTO(푸시 오토) ............ 50
Push auto focus(푸시 오토 포커스) 45

R

RAW format recording .............. 70
REC BUTTON SETTING
(레코딩 버튼 설정) ................... 42
REC FORMAT(레코딩 포맷) ........ 48
REC LAMP[F] 
(레코딩 표시등[전면]) ..............166
REC LAMP[R] 
(레코딩 표시등[후면]) ..............166
REC/OUT SET menu
(레코딩/출력 설정 메뉴) ...........153
REC RUN(작동 시간 레코딩) ......162
REC SET(레코딩 설정) .............153
Rechargeable battery pack
(충전식 배터리 팩) ................... 21
Record button(레코딩 버튼) ....... 40
Recording format(레코딩 포맷) ... 48
    AVCHD ............................. 48
    RAW ................................ 71
    XAVC HD .......................... 48
    XAVC QFHD ...................... 48
Recording lamp(레코딩 표시등) ... 40
Recording time(레코딩 시간) .....178
Relay recording(릴레이 레코딩) ... 41
REMOTE(리모트) .................... 31
REMOTE CONTROL
(리모트 컨트롤) .....................166
Remote control
(리모트 컨트롤) ................ 11, 166
REPAIR IMAGE DB FILE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 복구) .138
ROOT CERTIFICATE
(루트 인증서) ........................163
Root certificate(루트 인증서) .....101

S

S&Q(슬로우 앤 퀵) ................... 64
S&Q BUTT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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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앤 퀵 버튼 설정) ...........164
S&Q MOTION 
(슬로우 앤 퀵 모션) .................. 63
SAFETY ZONE(안전 영역) ........159
SATURATION(채도) ................107
Screen indicators(화면 표시) . 12, 122
SDI ....................................124
SDI/HDMI ...........................154
SDI/HDMI REC CONTROL
(SDI/HDMI 레코딩 제어) ..........155
SEL/SET(선택/설정) ...................7
Self-diagnosis display
(자가 진단 표시) .....................176
Shoe plate(슈 플레이트) ............ 27
Shooting(촬영) ....................... 40
Shoulder strap(숄더 스트랩) ..... 6, 8
SHUTTER(셔터) ...................... 51
SHUTTER DISPLAY(셔터 표시) ...160
Shutter speed(셔터 속도) ........... 51
SIMUL/RELAY REC
(동시/릴레이 레코딩) ................ 42
Simultaneous recording
(동시 레코딩) ......................... 42
SLOT SEL(슬롯 선택) ................ 39
SLOW & QUICK
(슬로우 앤 퀵) ........................ 63
Slow & Quick Motion 
(슬로우 앤 퀵 모션) .................. 63
Smartphone(스마트폰) .............. 88
Specifications(규격) ................191
START/STOP(시작/정지)
    Body(본체) ..........................7
    Grip(그립) ......................... 10
STATUS CHECK(상태 확인) .......164
Status check(상태 확인) ...........123
STEADYSHOT ......................151
STREAMING(스트리밍) ....... 97, 163
Streaming(스트리밍) ................ 97
SUMMERTIME(서머 타임) .........165
SUPER SLOW MOTION
(수퍼 슬로우 모션) ................... 65
Super Slow Motion
(수퍼 슬로우 모션) ................... 65
Supplied items(기본 제공 품목) ... 19
SYSTEM menu(시스템 메뉴) ......164

T

TC FORMAT(타임코드 포맷) ......162
TC MAKE(타임코드 생성) .........163
TC PRESET 

(타임코드 프리셋) .............112, 171
TC RUN(타임코드 진행) ...........162
TC/UB DISPLAY
(타임코드/유저 비트 표시) .........162
TC/UB SET menu(타임코드/유저 비
트 설정 메뉴) ........................162
Telephoto(망원) ..................... 43
THUMBNAIL(썸네일) ...........7, 119
TONE(톤) ............................152
Trademark(상표) ...................197
Troubleshooting(문제 해결) ......168
TV .....................................124

U

UB PRESET(유저 비트 프리셋)....112
UB TIME REC
(유저 비트 시간 레코딩) ............163
USB CONNECT(USB 연결) ........166
USB LUN SET(USB LUN 설정) ....167
Using your camcorder abroad
(해외에서 캠코더 사용) ............184

V

Variable mode(배리어블 모드) .... 53
VERSION DISPLAY(버전 표시) ...167
VF COLOR TEMP
(뷰파인더 색온도) ...................161
VF/LCD PANEL
(뷰파인더/LCD 패널) ...............161
VIDEO OUT(비디오 출력) .........153
Viewfinder(뷰파인더) ............... 35
diopter adjustment dial
(디옵터 조정 다이얼) ................ 35
VOLUME(볼륨)......................155
Volume(볼륨)................... 84, 121

W

Warning indicators(경고 표시) ...176
Warning messages
(경고 메시지) ........................177
WB OUTDOOR LEVEL
(실외 화이트 밸런스 레벨) .........149
WB PRESET 
(화이트 밸런스 프리셋) ............149
WB SET(화이트 밸런스 설정) ...... 56
WB SHIFT 
(화이트 밸런스 시프트) ............109
WB TEMP SET
(화이트 밸런스 온도 설정) .........149

White balance(화이트 밸런스) ..... 55
WHT BAL(화이트 밸런스) .......... 56
Wi-Fi function(Wi-Fi 기능) ........ 87
Wi-Fi SET(Wi-Fi 설정) .............163
Wide angle(광각) .................... 43
Wired LAN(유선 LAN) .............. 96
WIRED LAN SET
(유선 LAN 설정) ....................163
Wireless LAN(무선 LAN) ........... 92
Wireless Remote Commander, see 
Remote control(무선 리모트 커맨더, 
리모터 컨트롤 참조)
X

XAVC HD ....................... 48, 186
XAVC QFHD.................... 48, 186
XLR AGC LINK
(XLR AGC 링크) ....................156
XLR SET(XLR 설정) ................156

Z

ZEBRA(지브라) ...............158, 171
Zebra .................................. 54
Zoom(줌) ............................. 43
ZOOM DISPLAY(줌 표시) .........160
Zoom lever(줌 레버) ................ 43
Zoom ring(줌 링) .................... 44
ZOOM SET(줌 설정) ................150

색인(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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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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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XDCAM” 로고는 Sony의 상표입니다.
•“XAVC” 및 는 Sony의 등록 상표입니다.
• “ AV C H D  P r o g r e s s i v e ”  및  “ AV C H D 

Progressive” 로고는 Panasonic Corporation
과 Sony의 상표입니다.

• “Memory Stick,” “ ,” “Memory Stick 
Duo,” “ ,” “Memory Stick 
P R O  D u o , ”  “ , ” 
“Memory Stick PRO-HG Duo”, “MagicGate”
는 Sony의 상표입니다.

•“BRAVIA”는 Sony의 상표입니다.
• Dolby  및 두 개의 D자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 iPhone 및 iPad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 iOS는 미국 및 기타 특정 국가에서 Cisco 

Systems, Inc. 및/또는 자회사의 등록 상표 또
는 상표입니다.

• HDMI 및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용어, HDMI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
가에서 HDMI Licensing LLC의 상표 또는 등
록 상표입니다.

• Intel, Intel Core 및 Pentiu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 또는 자회사의 상
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Android, Google Play는 Google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Wi-Fi, Wi-Fi 로고, Wi-Fi Protected Setup은 
Wi-Fi Alliance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N-Mark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NFC 
Forum,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Adobe, Adobe 로고 및 Adobe Acrobat은 미
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 SDXC 로고는 SD-3C, LLC의 상표입니다.
• 이 설명서에 표시된 기타 모든 제품 이름은 해

당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이 문
서에서는 상표 항목에 Ⓡ 또는 ™ 기호를 표시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센스에 대한 참고사항

본 제품은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로부
터 사용권을 허가 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 용도 및 보수를 받지 않는 다른 용도로
(i) AVC 표준과 호환되는 비디오(”AVC 비디오”)
를 인코딩하고 또는
(ii) 다른 소비자가 개인 용도로 인코딩한 AVC 
비디오 및/또는 AVC 비디오 공급에 대해 허가를 
받은 비디오 공급업체로부터 입수한 AVC 비디
오를 디코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허여하
거나 묵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는 MPEG LA, L.L.C.에 문의하십시오. HTTP://
WWW.MPEGLA.COM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캠코더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습니
다. 소니는 저작권 소유자의 사용권 계약에 기초
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해당 소프트
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니는 다음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이센스(영문)는 제품의 내장 메모리에 레코딩
되어 있습니다. 제품과 컴퓨터 간에 대용량 스토
리지 연결을 구축하여 “PMHOME” - “LICENSE” 
폴더의 라이센스를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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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GPL/LGPL 적용 소프트웨어

이 제품에는 다음 GNU Genera l  Publ ic 
License(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이하 “GPL”) 또
는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약소 일
반 공중 사용 허가서, 이하 “LGPL”)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
공된 GPL/LGPL의 조건에 따라 이러한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 코드에 액세스하고 수
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웹에 제공됩니다. 
다음 URL에서 다운로드 하십시오. http://oss.
sony.net/Products/Linux/
소스 코드의 내용에 대한 문의는 자제해 주십시
오.
라이센스(영문)는 제품의 내장 메모리에 레코딩
되어 있습니다. 제품과 컴퓨터 간에 대용량 스토
리지 연결을 구축하여 “PMHOME” - “LICENSE” 
폴더의 라이센스를 읽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