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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 이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 정보

이 설명서는 본 제품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
정 및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제품의 기본 작동 절차의 경우 "사용 설명서(볼륨 I 기본 작동)"를 참
조하십시오.

이 설명서는 보는 방법

값 설정 정보
굵게 표시된 설정 값은 출하 시 기본 설정입니다.

보기:

참조 정보
사용 설명서(볼륨 I 기본 동작)에 대한 참조는 다음과 같
이 c로 표시됩니다.

보기 1:
채널 페이더 (c 기본 작동: "부품의 명칭과 기능")
보기 2:
자세한 내용은 "효과 패턴 목록"(c 기본 작동)을 참조
하십시오.

특정 주제에서 정보 찾기

이 설명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 색인 "(II-54 페이지 ) 을 
참조하십시오 .
색인은 " 볼륨 I 기본 작동 " 또는 " 볼륨 II 고급 설정 " 에
서 정보와 해당 페이지 번호를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
타냅니다 .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3 Format 신호 형식 108059, 108050, 720p59, 
720p50, 480i59, 576i50, 
Test1, Test2, Test3

V4 Aspect 화면비 16: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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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본 제품을 사용하면 비디오 효과, 전환 및 오디오를 세부 조정하여 보다 정교한 스
위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D 비디오 스위칭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레임 메모리 기능을 사용해 입력 비디오의 한 화면을 
메모리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보기

보기 1: SD 시스템의 경우

프레젠터 컴퓨터

프레젠터 마이크 프로젝터

비디오

DVI-D

호스트 마이크

DVI-I

SDI

VIDEO

SDI

PA 외

MULTI VIEWER 디스플레이

헤드폰

PGM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SDI 입력이 있는 레코딩 
장비

SDI 출력이 있는 카메라

SDI 출력이 있는 레코딩 
장비

CD/DVD
 플레이어

SDI

USB 플래시 드
라이브

(CG 자료)

PGM

SDI

MIC/LINE

MIC/LINE

LINE

VIDEO 출력이 있는 카메라

DVI⇔HDMI 
변환 케이블
II-5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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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2: 3D 시스템의 경우

3D 시스템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6장: 3D 시스템"(II-3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프레젠터 마이크

DVI-D

호스트 마이크

HD SDI(L)

HD SDI
(PGM L, PGM R)

PA 외

MULTI VIEWER 디스플레이

헤드폰

HD SDI 입력이 있는 
레코딩 장비

오른쪽 카메라

CD/DVD
 플레이어

HD SDI(L+R)

PGM

왼쪽 카메라

HD 
SDI(L)

오른쪽 카메라 왼쪽 카메라

HD SDI(R)

PGM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HD SDI(R)

MIC/LINE MIC/LINE

LINE

DVI⇔HDMI 
변환 케이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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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장치에는 M/E(믹스/효과), Aux1, Aux2 등 3개의 비디오 구성 블록이 있습니다 각 블록의 버스 사이에 변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M/E 블록에서 키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디오를 전환하면서 다양한 비디오 효과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Aux 블록에서는 와이프 및 키 효과를 추가할 수 없지만 믹싱을 통해 비디오를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AUX 믹싱"(II-9
페이지)) 참조)

전환, 효과, 키 조정 및 설정은 다음 메뉴에서 수행합니다.

비디오 입력 비디오 출력

미리보기

프로그램

Aux1 미리보기

Aux1 프로그램

Aux2 미리보기

Aux2 프로그램

Aux1 PGM 버스

Aux1 PST 버스

Aux2 PGM 버스

Aux2 PST 버스

Key Source 버스

Key Fill 버스

PST 버스

PGM 버스

Aux1

Aux2

M/E
(Mix/Effect)

메뉴 설명 참조 페이지

Misc 일반 전환 설정(예: 전환 속도, 컬러 배경)
을 지정합니다.

II-8

Effect 전환 유형을 설정합니다. II-8

와이프를 설정합니다. II-10

DME 와이프를 설정합니다. II-12

Key 키를 설정합니다. II-18
II-7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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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유형 설정

효과 전환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전환 유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환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Wipe: 와이프를 사용하여 현재 출력된 이미지에서 새 이

미지로 전환합니다 .
NAM(Non-Additive Mix): 현재 이미지와 새로운 이미지 

신호를 비교하여 출력에서 휘도 수준이 가장 높은 신
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

전환 전반부의 경우 현재 이미지는 100% 로 유지되
며 새 이미지에 대해 NAM 이 서서히 수행됩니다 . 절
반 지점에서 100% 로 유지되는 두 가지 이미지 모두
에 대해 NAM 이 수행됩니다 . 후반부에서 새로운 이
미지는 100% 로 유지되며 현재 이미지가 서서히 축
소되는 동안 NAM 이 수행됩니다 .

DME(Digital Multi Effects): DME 효과를 사용하여 와이
프 (DME 와이프 ) 중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현재 
출력 중인 이미지를 전환합니다 .

설정 메뉴 : [Effect] 메뉴 > [Effect Transition]
(II-15 페이지 )

일반 전환 설정([Misc] 메뉴)

[Misc] 메뉴에 있는 항목을 사용해 전환 속도 및 컬러 배경(ColBg)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컨트롤 블록에서 MISC 버튼을 눌러 [Misc]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Transition 
Rate (1/2)

각 전환에 대해 AUTO TRANS 버튼으로, KEY TRANS 버튼 또는 
FTB 버튼 전환이 수행될 때 비디오를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전
환 속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팁
• 또한 , 효과 전환에 대한 전환 속도는 [Effect] 메뉴의 [Effect 

Transition] 에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II-15 페이지 참조 )
• 키 전환 속도는 [Key] 메뉴의 [Key Transition] 에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 (II-22 페이지 참조 )

V2 Effect 효과 전환 시 전환 
속도

1 ~ 999 
frames(30)

V3 Key 키 전환 시 전환 속
도

1 ~ 999 
frames(30)

V4 FTB FTB의 전환 속도 1 ~ 999 
frames(30)

Transition 
Rate (2/2)

V3 Aux1 Aux1의 전환 속도 1 ~ 999 
frames(30)

V4 Aux2 Aux2의 전환 속도 1 ~ 999 
frames(30)

Color BKGD 본 제품에서는 컬러 신호가 생성되어 단색 배경으로 사용될 수 있
습니다. 컬러 신호는 교차점 버튼(PGM 버튼 및 PST /KEY버튼)에 
할당한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V2 Lum 휘도 0.00 ~ 100.00

V3 Sat 채도 0.00 ~ 100.00

V4 Hue 색조 359.99 ~ 0.00

Port Enable 외부 장치에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GPI 및 RS-232C포트를 사용 
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 장치용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제 7 장 : 외부 장치 제어 "(II-39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

V3 GPI GPI 포트 사용/사용 
안 함

Enbl(사용), 
Disbl(사용 안 함)

V4 RS232C RS-232C 포트 사용/
사용 안 함(확장 대
비용)

Enbl(사용), 
Disbl(사용 안 함)
전환 유형 설정 / 일반 전환 설정([Misc]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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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믹싱

이 장치의 Aux 블록에서 믹싱(AUX 믹싱)을 통해 비디오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Aux 블록에서 M/E 프로그램 출력을 입력 신호로 선택하면, M/E 블록에서 구성된 비디오를 Aux 블록에서 믹싱을 
통해 생성된 다른 비디오로 전환하여 2M/E 전환기의 유연한 비디오 구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Aux 블록의 출력을 기본 비디오 출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Aux 블록의 기본 출력이 출력될 때 
M/E 블록의 효과 및 키를 조정하고, 준비가 되면 해당 비디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예로서 Aux1을 기본 비디오 출력으로 사용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예비 설정

1 기본 비디오 출력 (프로그램 비디오 출력 )으로 Aux1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설정 메뉴: [Setup] 메뉴 > [Video (Output)] 메뉴 
(II-49페이지)

2 온에어 (on-air) 탈리에 대한 참조 신호로 Aux1을 설정
합니다 .

설정 메뉴: [Setup] 메뉴 > [GPI/Tally] 메뉴 > [On Air 
Source] (II-42페이지)

믹싱 작업

1 AUX 1 버스 위임 버튼을 누릅니다 .

2 PGM 교차점 버튼에서 PGM 버스 입력 자료를 선택합
니다 .

3 PST/KEY 교차점 버튼에서 M/E 프로그램 출력을 선
택합니다 .

4 페이더 레버 , CUT 버튼 또는 AUTO TRANS 버튼을 
사용하여 전환을 실행합니다 .

Aux1 및 Aux2 설정은 스냅샷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팁

Sports News

Sports News

AUX 출력

CAM1 프로그램 비디오

믹스 전환

VTR (PinP)

믹스 전환

CAM2

키

M/E

M/E 블록에서 구성된 비디오

CAM1

팁

II-9AUX 믹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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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설정

와이프는 비디오에서 다음 출력으로 와이프되는 것처럼 
나타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출력 비디오를 제거하는 효
과를 적용하여 다음 비디오로 전환하는 전환 효과입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택(II-10페이지)
•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II-10페이지)
• 와이프 패턴에 가장자리 추가(II-12페이지)

이 절에서는 와이프 효과와 와이프의 기본 작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Effect] 메뉴에서 와이프 설정을 수행합니다.

메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ffec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II-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D 모드에서는 [Effect]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와이프의 기본 작동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택

정방향 와이프(정방향) 또는 역방향 와이프(역방향)로 진
행하도록 와이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이 완
료될 때마다 정방향과 역방향이 전환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정방향/역방향).

와이프 패턴 선택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와이프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숫자 버튼에 할당된 패턴 중에서 선택합니다(직접 선
택).

자세한 내용은 " 숫자 키패드로 효과 선택 ( 직접 선택 )" (c 기본 작
동 ) 을 참조하십시오 .

• 숫자 버튼으로 패턴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패턴 번호로 효과 지정 " (c 기본 작동 ) 을 참조하십
시오 .

• [Effect] 메뉴에서 패턴 번호를 지정합니다.

[Effect] 메뉴에서 패턴 번호 지정

설정 메뉴 : [Wipe Adjust] (II-15 페이지 )

와이프 패턴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효과 패턴 목록" (c 기본 작동)

을 참조하십시오.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

와이프 패턴의 위치를 설정하고 [Wipe Modify] 메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Wipe Modify] 메뉴를 표시하려면
[Effect]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Wipe 
Adjust]를 선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팁

프로그램 출력에 사용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r

출력할 다음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r

EFF 전환 유형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r

전환 유형을 [Wipe]로 설정합니다. 

r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을 선택합니다.

r

필요한 경우 와이프 패턴에 대한 세부 조정을 수행합니다.

r

전환을 수행합니다.

정방향 역방향
와이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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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위치 설정

와이프 위치는 [Wipe Modify] 메뉴에서나 메뉴 컨트롤 섹
션의 X-Y 포인터를 사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Wipe Modify] 메뉴 > [Positioner] (II-16 페이
지 ), [Positioner Adjust] (II-16 페이지 )

X-Y 포인터로 위치를 설정하려면
메뉴 컨트롤 섹션에서 POS 버튼을 누른 다음(불이 켜짐) 
X-Y 포인터를 조절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F1 버튼이 주
황색으로 켜진 경우 F1 버튼을 눌러 녹색으로 켭니다.

와이프 패턴의 회전 방법 설정

다음 3개의 와이프 패턴의 회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Angle
고정된 각도로 기울어진 패턴으로 와이프를 수행합니다.

속도
전환 동안 고정된 속도로 패턴을 회전합니다.

크기
하나의 전환에 대해 지정한 각도로만 패턴을 회전합니다.

설정 메뉴 : [Wipe Modify] 메뉴 > [Rotation] 
(II-16 페이지 ), [Rotation Adjust] (II-16 페이지 )

와이프 패턴의 화면비 설정

와이프 패턴의 화면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Wipe Modify] 메뉴 > [Aspect] (II-16 페이지 )

와이프 패턴 복제

동일한 패턴을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두 가지 방향 모두로 
최대 63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을 넣을 때 다음 4가지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1: 모든 패턴을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2: 짝수 행은 가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3: 짝수 열과 짝수 행이 전환됩니다.
4: 짝수 열과 짝수 행이 전환되고, 짝수 열이 가로 방향으

로 이동됩니다.

설정 메뉴 : [Wipe Modify] 메뉴 > [Multi] (II-16 페이지 ), 
[Multi Adjust] (II-16 페이지 )

포지셔너 해제 포지셔너 사용

각도 해제 각도 사용

화면비 조정 해제 화면비 조정 사용

Multi 기능 해제 Multi 기능 사용

1 2 3 4
II-11와이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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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패턴에 가장자리 추가

패턴 주변에 테두리를 추가하고(테두리), 패턴 주변 가장
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며(부드럽게) 추가된 테두리 가
장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테두리 부드럽게).
또한, 가장자리 컬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 : 테두리의 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장자리 부드럽게 : 가장자리의 초점 흐리게 상태를 조

정할 수 있습니다 .
테두리 부드럽게 : 테두리의 너비와 테두리 가장자리의 

초점 흐리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메뉴 : [Wipe Edge] (II-15페이지 ), [Wipe Edge Color] 
(II-15 페이지 )

DME 와이프 설정

DME 와이프는 DME(Digital Multi Effects)를 사용해 와이
프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현재 출력 중인 이미지를 
전환하는 효과입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 DME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택(II-12페이지)
• DME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II-13페이지)
• DME 와이프 패턴에 가장자리 추가(II-14페이지)
• DME 와이프의 배경 컬러 조정(II-14페이지)

이 절에서는 DME 와이프 효과와 DME 와이프의 기본 작
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Effect] 메뉴에서 DME 와이프 설정을 수행합니다.

메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ffec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II-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ME 와이프의 기본 작동

DME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택

DME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이프의 패턴과 방
향 선택"(II-1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메뉴 : [DME Wipe Adjust] (II-15 페이지 )

테두리 테두리 부드럽게가장자리 부드럽게

프로그램 출력에 사용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r

출력할 다음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r

EFF 전환 유형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r

전환 유형을 [DME]로 설정합니다. 

r

DME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을 선택합니다.

r

필요한 경우 DME 와이프 패턴에 대한 세부 조정을 수행합니다.

r

전환을 수행합니다.
DME 와이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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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

DME 와이프 패턴의 위치를 조정하고, PinP 동안 하위 화
면의 크기를 조정하며 자르기를 수행해 이미지의 가장자
리를 자르고, [DME Wipe Modify] 메뉴의 기타 설정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DME Wipe Modify] 메뉴를 표시하려면
[Effect]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DME Wipe 
Adjust]를 선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DME 와이프 위치 설정

와이프 위치는 [DME Wipe Modify] 메뉴에서나 메뉴 컨트
롤 섹션의 X-Y 포인터를 사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DME Wipe Modify] 메뉴 > [Positioner]
(II-17 페이지 ), [Positioner Adjust](II-17 페이지 )

X-Y 포인터로 위치를 설정하려면
메뉴 컨트롤 섹션에서 POS 버튼을 누른 다음(불이 켜짐)
X-Y 포인터를 조절하여 위치를 조정합니다.

프레임 입출력 및 PinP 에 사용되는 하위 화면 크
기 조정

프레임 입출력 및 PinP DME 와이프 패턴을 사용할 때 나
타나는 하위 화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DME Wipe Modify] 메뉴 > [Size]
(II-17 페이지 )

이미지 가장자리 잘라내기(자르기)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자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Mosaic 또는 Defocus 효과 패턴을 선택한 경우
• KEY 다음 전환 선택 버튼을 선택한 경우

설정 메뉴 : [DME Wipe Modify] 메뉴 > [Crop H]
(II-17 페이지 ), [Crop V](II-17 페이지 )

전환 수행 시 자르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Cut: 자르기는 전환 수행 동안 유지된 다음 전환이 끝
나는 지점에서 제거됩니다.

마지막 5%: 자르기가 전환 진행율이 95%에 이르끼
까지 유지된 다음 나머지 5% 동안 제거됩니다.

선형: 전환 진행에 따라 전환 시작부터 자르기가 선형
으로 제거됩니다.

참고

0
100 (%)

y

t

(%)
100

Cut

0
100 (%)95

y

t

(%)
100

95

Last 5%

0
100 (%)

Linear

y

t

(%)
100

t: 전환 수행 시간
y: 전환 및 자르기 변경량

전환

자르기

전환

자르기

전환

자르기
II-13DME 와이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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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 와이프 패턴에 가장자리 추가

DME 와이프를 사용하면 패턴 주변에 테두리를 추가하고
(테두리) 추가된 테두리 가장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테두리 부드럽게).
또한, 가장자리 컬러 및 배경 컬러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추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이프 패턴에 가장자리 추
가"(II-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메뉴 : [DME Wipe Edge], [DME Wipe Edge 
Color](II-15 페이지 )

DME 와이프의 배경 컬러 조정

DME 와이프의 배경 컬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DME Wipe Bkgd Color](II-15 페이지 )

• DME 와이프의 배경 컬러는 플립 텀블 DME 와이프 패
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ME 와이프의 배경 컬러는 와이프 패턴의 가장자리 
컬러와 공유됩니다.

팁

DME 와이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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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ffect] 메뉴

메뉴 컨트롤 블록에서 EFF 버튼을 눌러 [Effect]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Effect 
Transition

효과 전환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전환 속도와 
전환 유형을 설정합니다.

V3 Rate AUTO TRANS 버튼
으로 수행 시 전환 
속도

1 ~ 999 frames(30) II-8

V4 Type 전환 유형 Wipe, NAM, DME

Wipe Adjust 와이프 방향 및 와이프 패턴을 설정합니다. 또
한, V1 조절기를 눌러 [Wipe Modify] 메뉴(II-16
페이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V1 Modify 조절기를 눌러 
[Wipe Modify] 메뉴 
표시

− II-10

V3 Direct 와이프 방향 Norm(정방향), 
N/R(정방향/역방향 ), 
Rev(역방향)

II-12

V4 PtnNum 와이프 패턴 번호 1 ~ 24

Wipe Edge 패턴 주변에 테두리를 추가하고(테두리), 패턴 
주변 가장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며(부드럽게) 
추가된 테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테두리 
부드럽게).

V2 Type 와이프 가장자리 유
형

Off, Border, Soft(가장
자리 부드럽게), 
S-Brdr(테두리 부드
럽게)

II-12

V3 Width 가장자리 너비 조정 0.00 ~ 100.00

V4 Soft 가장자리에 대한 초
점 흐리게 조건

0.00 ~ 100.00

Wipe Edge 
Color

와이프 가장자리의 컬러를 조정합니다. V2 Lum 휘도 0.00 ~ 100.00 II-12

V3 Sat 채도 0.00 ~ 100.00

V4 Hue 색조 359.99 ~ 0.00

DME Wipe 
Adjust

DME 와이프 방향 및 DME 와이프 패턴을 설정
합니다. 
또한, V1 조절기를 눌러 [DME Wipe Modify] 메
뉴(II-17페이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팁
KEY 다음 전환 선택 버튼을 선택한 경우, 1101 
~ 1102(플립 텀블), 1251(PinP), 1701(모자이크), 
1702(초점 흐리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V1 Modify 조절기를 눌러 
[DME Wipe Modify] 
메뉴 표시

− II-12

V3 Direct DME 와이프 방향 Norm(정방향), 
N/R(정방향/역방향 ), 
Rev(역방향)

V4 PtnNum DME 와이프 패턴 
번호

1001 ~ 1008(슬라이
드), 1021 ~ 1031(압
축), 1041 ~ 1044(도
어), 1201 ~ 1208/1221 
~ 1224(프레임 입출
력), 1101 ~ 
1102(Frame In/Out), 
1251(PinP), 1701(모
자이크), 1702(초점 
흐리게)

DME Wipe 
Edge

DME 패턴 주변에 테두리를 추가하고(테두리), 
추가된 테두리 가장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
다(테두리 부드럽게).

V2 Type DME 와이프 가장
자리 유형

Off, Border, S-Brdr(
테두리 부드럽게)

II-14

V3 Width 가장자리 너비 조정 0.00 ~ 100.00(2.00)

V4 Soft 가장자리에 대한 초
점 흐리게 조건

0.00 ~ 100.00

DME Wipe 
Edge Color

DME 와이프 가장자리의 컬러를 조정합니다. V2 Lum 휘도 0.00 ~ 100.00(14.63) II-14

V3 Sat 채도 0.00 ~ 100.00(50.09)

V4 Hue 색조 359.99 ~ 0.00 
(349.83)

DME Wipe 
Bkgd Color

DME 와이프의 배경 컬러를 조정합니다. V2 Lum 배경 컬러 휘도 0.00 ~ 100.00 II-14

V3 Sat 배경 컬러 채도 0.00 ~ 100.00

V4 Hue 배경 컬러 색조 359.99 ~ 0.00
II-15[Effec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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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e Modify] 메뉴

[Wipe Adjust]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눌러 [Wipe Modify]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Positioner 와이프 위치를 조정하는 포지셔너를 사용/해제
합니다.
또한, V3 조절기로 [On]을 선택한 경우 전환을 
하면 패턴은 포지셔너를 통해 패턴이 이동된 위
치에서 화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팁
포지셔너를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
니다.

17, 18, 21, 22, 23, 24

V3 AutoCT 자동 중앙 정렬 기
능 사용/해제

Off, On II-11

V4 Pos 포지셔너 사용/해
제

Off, On

Positioner 
Adjust

와이프 위치를 조정합니다.
설정 값을 "0.00"으로 초기화하려는 경우 V4 조
절기를 누르십시오.

V2 Pos H 가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음수 값은 패
턴을 왼쪽으로 이동, 
양수 값은 오른쪽으
로 이동)

II-11

V3 Pos V 세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음수 값은 패
턴을 아래쪽으로 이
동, 양수 값은 위로 이
동)

V4 Center 설정 값을 "0"으로 
초기화

−

Rotation 와이프 패턴의 회전 방향을 설정합니다. V4 Rotate 회전 유형 Off, Angle, Speed, 
Mag(크기)

II-11

Rotation 
Adjust

[Rotation]에서 선택한 회전 유형에 따라 파라미
터를 설정합니다.
• [Angle] 을 선택한 경우 : [Angle] 을 설정합니

다 .
• [Speed] 를 선택한 경우 : [Speed] 를 설정합니

다 .
• [Mag] 를 선택한 경우 : [Angle] 및 [Mag] 를 

설정합니다 .

설정 값 정보
Angle: −100.00은 패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번 회전되는 상태에 해당하며, +100.00
은 패턴이 시계 방향으로 한 번 회전되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0.00은 비회전 상태에 
해당합니다.

Mag: −200.00은 패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 회전하며, +200.00은 패턴이 시계 방향
으로 두 번 회전합니다. 0.00은 패턴을 회전
하지 않습니다.

Speed: −100.00은 초당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
로 회전하는 속도이며,  +100.00은 초당 한 
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0.00은 정지 상태에 해당합니다.

V2 Angle • 패턴 기울기 각
도 ([Angle])

• 회전 시작 시 패
턴 기울기 각도
([Mag])

−100.00 ~ +100.00 
(0.00)

II-11

V3 Mag 전환 동안 회전량 −200.00 ~ +200.00 
(0.00)

V4 Speed 패턴 회전 속도 −100.00 ~ +100.00 
(0.00)

Aspect 와이프 패턴의 화면비를 변경합니다. 화면비를 
음수 값으로 설정하면 패턴이 세로로 늘어져 세
로 방향으로 더 길어지며, 화면비를 양수 값으
로 설정하면 패턴이 가로로 늘어져 가로 방향으
로 더 길어집니다.

V3 Aspect 화면비 조정 사용/
해제

Off, On II-11

V4 Ratio 화면비 조정 −100.00 ~ +100.00 
(0.00)

Multi 와이프 패턴 복제에 Multi 기능을 사용/해제합
니다.

V4 Multi Multi 기능 사용/해
제

Off, On II-11

Multi Adjust 동일한 패턴을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두 가지 방
향 모두로 최대 63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V2 H Mult 가로 방향으로 넣을 
패턴 개수

1 ~ 63 II-11

V3 V Mult 세로 방향으로 넣을 
패턴 개수

1 ~ 63

V4 InvTyp 패턴 넣기 방법 1 ~ 4
[Effec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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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E Wipe Modify] 메뉴

[DME Wipe Adjust]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눌러 [DME Wipe Modify] 메뉴를 표시합니다.

다음의 경우 자르기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701(모자이크) 또는 1702(초점 흐리게) 효과 패턴을 선택한 경우
• KEY 다음 전환 선택 버튼을 선택한 경우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Positioner DME 와이프 위치를 조정하는 포지셔너를 사용
/해제합니다.

 팁
포지셔너를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
니다.

1031, 1201 ~ 1208, 1221 ~ 1224, 1251

V4 Pos 포지셔너 사용/해
제

Off, On II-13

Positioner 
Adjust

DME 와이프 위치를 조정합니다.
설정 값을 "0.00"으로 초기화하려는 경우 V4 조
절기를 누르십시오.

V2 Pos H 가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음수 값은 패
턴을 왼쪽으로 이동, 
양수 값은 오른쪽으
로 이동)

II-13

V3 Pos V 세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음수 값은 패
턴을 아래쪽으로 이
동, 양수 값은 위로 이
동)

V4 Center 설정 값을 "0"으로 
초기화

−

Size 1201 ~ 1208(Frame In/Out), 1221 ~ 1224(Frame 
In/Out) 및 1251(PinP) DME 와이프 패턴을 사용
할 경우 하위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설정 값에 대한 참고
Param: 확대/축소 비율을 백분율로 설정합니

다. 100.00 설정은 입력 이미지 크기와 같습
니다.

V3 Size 크기 조정 사용/해
제

Off, On II-13

V4 Param 크기 조정 0.00 ~ 200.00 
(100.00)

Crop H 자르기 기능을 사용/해제하며 이미지의 불필요
한 부분을 자를 때 사용할 왼쪽 및 오른쪽 위치
를 설정합니다.

V2 Crop 자르기 사용/해제 Off, On II-13

V3 Left 이미지의 왼쪽 부분
을 자를 위치

−100.00 ~ +100.00

V4 Right 이미지의 오른쪽 부
분을 자를 위치

−100.00 ~ +100.00

Crop V 전환 실행 시 수행되는 작업을 설정하며 이미지
의 불필요한 부분을 자를 때 사용할 위쪽과 아
래쪽 위치를 설정합니다.

V2 Trans 전환 수행 시 작업 Cut, Last5%, Linear II-13

V3 Top 이미지의 위쪽 부분
을 자를 위치

−100.00 ~ +100.00

V4 Bottom 이미지의 아래쪽 부
분을 자를 위치

−100.00 ~ +100.00

팁

II-17[Effec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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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설정

키는 배경 이미지를 자른 다음 해당 위치에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삽입하는 기능입니다. 배경을 자르는 신호는 키 
소스라고 하며, 잘린 부분을 채우는 신호는 키 채우기라
고 하고, 키를 처리하는 블록은 키어라고 합니다.

이 절에서는 키를 세부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면 키에 다음과 같은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키의 기본 작동(II-18페이지)
• 키 전환 설정(II-19페이지)
• 키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택(II-19페이지)
• 키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II-19페이지)
• 키 DME 와이프 설정(II-19페이지)
• 키 DME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II-19페이지)
• 키 유형 선택(II-20페이지)
• 휘도 키 세부 조정(II-20페이지)
• 선형 키 세부 조정(II-20페이지)
• 색도 키 세부 조정(II-20페이지)
• 키 채우기 및 키 소스 설정(II-20페이지)
• 키에 대한 마스크 설정(II-20페이지)
• 키에 가장자리 추가(II-21페이지)
• 키의 크기 및 위치 조정(II-21페이지)

휘도 키 및 색도 키의 기본 작동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키로 이미
지 구성" (c 기본 작동)을 참조하십시오.

[Key] 메뉴에서 키와 키 전환 설정을 수행합니다.

[Key] 메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
보"(II-2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D Mode에서는 [Key]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키의 기본 작동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키의 기본 작동을 수행하십시오.

키 전환을 수행하려는 위치에 따라 다음 두 가지의 기본 
키 작동을 수행하십시오.
• 효과 전환(KEY 다음 전환 버튼을 선택) (II-18페이지)
• 키 전환(II-19페이지)

효과 전환

자료 선택

전환 구성 j

키 구성 j

전환 수행 j

팁

자료 선택

r

전환 구성

r

키 구성

r

전환 수행

KEY 버스 위임 버튼을 누릅니다.

r

프로그램 출력에 사용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r

키 자료(예: 프로그램 비디오 출력에 중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1) [Effect] 메뉴를 사용합니다 .

KEY 다음 전환 선택 버튼을 눌러 켭니다.

r

MIX 버튼 또는 EFF 버튼을 누릅니다.

r

효과 전환에서 전환 유형을 설정합니다.1)

r

필요할 경우 와이프 또는 DME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을 선택합니

다.1)

키 유형을 선택합니다.

r

필요한 경우 키에 대한 세부 조정을 수행합니다.

페이더 레버 , CUT 버튼 또는 AUTO TRANS 버튼을 사용하여 전환

을 실행합니다 .
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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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전환

자료 선택

전환 구성 j

키 구성 j

전환 수행 j

키 전환 설정

키 전환 수행 시 사용할 키 속도 및 키 전환 유형을 설정합
니다.
다음 전환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ut: 키를 빠르게 삽입 ( 컷인 ) 하거나 제거 ( 컷아웃 ) 합

니다 .
Mix: 키를 서서히 삽입 ( 페이드인 ) 하거나 제거 ( 페이드

아웃 ) 합니다 .
Wipe: 와이프를 사용해 배경을 자른 다음 키 기를 삽입합

니다 .
DME(Digital Multi Effects): DME 효과를 사용하고 

DME 와이프와 동일한 효과를 키에 적용합니다 (Key 
DME Wipe).

설정 메뉴 : [Key Transition](II-22 페이지 )

키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택

키 특정 전환에 대해 선택한 와이프 패턴에서 배경을 잘
라낸 다음 키 기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Key Wipe Modify](II-23 페이지 )

와이프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택"(II-1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와이프 패턴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효과 패턴 목록" (c 기본 작동)

을 참조하십시오.

키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

와이프 패턴의 위치를 설정하고 [Key Wipe]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Key Wipe] 메뉴를 표시하려면
[Key]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Key Wipe]를 
선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Key Wipe Modify] 메뉴의 설정 항목은 [Effect] 메뉴의 [Wipe Modify]의 

설정 항목과 동일합니다. 설정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II-10페이지)의 해당 절을 참조하십시오.

키 DME 와이프 설정

키의 경우 DME 와이프와 동일한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설정 메뉴 : [Key DME Wipe] (II-23 페이지 )

DME 와이프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 선
택"(II-10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와이프 패턴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효과 패턴 목록" (c 기본 작동)

을 참조하십시오.

키 DME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

[Key DME Wipe Modify] 메뉴에서 키 DME 와이프 패턴
의 위치를 조정하고 Frame In/Out 과 PinP 동안 하위 화면
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Key DME Wipe Modify] 메뉴를 표시하려면
[Key]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Key DME 
Wipe]를 선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Key DME Wipe Modify] 메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설정 항목은 DME 와
이프에 대한 [DME Wipe Modify]의 설정 항목과 동일합니다(자르기 항
목 제외). "DME 와이프 패턴 세부 조정"(II-13페이지)의 해당 절을 참조
하십시오.

KEY 버스 위임 버튼을 누릅니다.

r

프로그램 출력에 사용할 비디오를 선택합니다.

r

키 자료(예: 프로그램 비디오 출력에 중첩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1) [Key] 메뉴를 사용합니다 .

키 전환에서 전환 유형을 설정합니다.1)

r

필요할 경우 키 와이프 또는 키 DME 와이프의 패턴과 방향을 선택

합니다.1)

키 유형을 선택합니다.

r

필요한 경우 키에 대한 세부 조정을 수행합니다.

KEY TRANS 버튼을 사용하여 전환을 수행합니다 .
II-19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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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유형 선택

이미지에서 잘라낼 키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키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Lum( 휘도 키 ) / Lin( 선형 키 ): 타이틀 또는 로고를 이미

지에 삽입할 때 사용합니다 .
흑백 텍스트에 대한 밝기 신호를 키 소스로 사용합니
다 .

선형 키는 변형 정도가 작아 휘도 키에 비해 보다 정
밀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Chr( 색도 키 ): 예를 들어 , 배경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합성할 때 사용합니다 .
입력 이미지 내의 특정 컬러에서 키 소스를 생성합니
다 .

설정 메뉴 : [Key Type Select] (II-22 페이지 )

휘도 키 세부 조정

배경 컷아웃 조건, 키 밀도 및 휘도 키로 비디오를 구성하
기 위한 기타 설정에 대한 세부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설정 메뉴 : [Lum Key Adjust (1/2)] (II-22 페이지 ), [Lum 
Key Adjust (2/2)] (II-22 페이지 ), [Lum Key Mode] 
(II-22 페이지 )

선형 키 세부 조정

배경 컷아웃 조건, 키 밀도 및 선형 키로 비디오를 구성하
는 기타 설정에 대한 세부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Lin Key Adjust (1/2)] (II-22 페이지 ), [Lin Key 
Adjust (2/2)] (II-22 페이지 ), [Lin Key Mode] (II-22 페
이지 )

색도 키 세부 조정

예를 들어, [Manual Chromakey]에서 자동 색도 키의 조정 
결과를 미세 조정하려면 각 색도 키 설정을 수동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될 비디오의 외곽선 부분(예: 피
사체의 머리카락)에 섞여 나타나는 배경 컬러(일반적으로 
청색)를 그레이 등의 컬러로 교체해서 두드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색도 키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색도 키로 이미지 구성" (c 기
본 작동)을 참조하십시오.

[Manual Chromakey] 메뉴를 표시하려면
[Key]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Chromakey 
Manual Adj]를 선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Manual Chromakey] 메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nual Chromakey] 

메뉴"(II-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키 채우기 및 키 소스 설정

키 채우기에 사용할 신호와 키 소스에 사용할 신호 선택 
모드를 선택합니다.

설정 메뉴 : [Key Fill/Src Select] (II-22 페이지 ), [Key Fill 
Mat Adjust] (II-22 페이지 )

키 소스 선택 모드
Self: 키 소스 버스의 신호를 키 소스로 선택합니다 .

색도 키가 키 유형으로 선택된 경우 [Self] 를 선택하
십시오 .

Auto: 키 채우기 버스의 신호와 교차점 버튼에 할당된 페
어링된 신호를 키 소스로 자동 선택합니다 .

Split: 키 채우기 신호에서 키 소스 버스 신호를 별도로 선
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키 채우기 및 키 소스를 별도로 선택 " 

(c 기본 작동 ) 을 참조하십시오 .

[Auto] 가 선택된 경우 선택된 키 채우기 및 키 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키 소스로 흰색 비디오를 사용하여 키잉을 수행하는 경우 키 채
우기 비디오가 화면 전체를 채웁니다 .

키 채우기 선택 모드
Bus: 교차점 버튼으로 선택된 신호
Matte: 장치에서 컬러 매트 생성기로 생성된 신호 ([Key 

Fill Mat Adjust] 에서 컬러를 조정할 수 있음 )

키에 대한 마스크 설정

키 마스크는 키 신호의 일부를 마스킹하는 기능입니다.

설정 메뉴 : [Key Mask] (II-23 페이지 )

팁

키 채우기 키 소스

프레임 메모리 비디오 프레임 메모리 키

검은색 비디오 흰색 비디오1)

기타 신호 키 채우기와 동일한 신호

World MarketV2008

World MarketV
마스크 부분마스크 내부는 

키로 사용됩니다.

 배경
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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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에 가장자리 추가

키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추가하고(테두리) 키의 가장자
리의 초점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부드럽게).

키에 테두리를 추가하면 키 채우기와 키 소스의 위치가 
아래로 이동합니다.

키 가장자리에 대한 수정자 설정

드롭 모드를 설정 또는 해제하고 수정자의 유형을 설정합
니다.
• 드롭 모드를 사용할 경우 테두리 추가에 관계 없이 키 
채우기 및 키 소스의 위치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키 테두리 사용 여부에 따라 키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하려면 드롭 모드를 켜십시오.

• 다음 수정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rmal: 키 주변에 테두리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
Border: 키 주변에 테두리를 추가하고 너비와 테두리 

밀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메뉴 : [Key Edge Type] (II-23 페이지 ), [Border 
Adjust] (II-23 페이지 ), [Border Matte Adjust] 
(II-23 페이지 ), [Key Soft Edge] (II-24 페이지 )

키의 크기 및 위치 조정

[Resizer] 에서 축소/확대, 이동 및 화면비 변경 등과 같은 
효과를 DME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된 키 부분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크기 조정 기능).

• 크기 조정 효과가 키에 적용된 경우 이미지에서 한 프레
임 지연이 생깁니다.

• DME 와이프, 키 DME 와이프 및 크기 조정 기능 중에서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Key]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Resizer]를 선
택한 다음 V4 조절기를 돌려 [On]을 선택합니다. (II-22페
이지 참조)

[Resizer] 메뉴를 표시하려면
[Key]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Resizer]를 선
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Resizer] 메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sizer] 메뉴"(II-24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참고

Normal Border

참고
II-21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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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Key] 메뉴

메뉴 컨트롤 블록에서 KEY 버튼을 눌러 [Key]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Key Transition KEY TRANS 버튼으로 키 전환 수행 시 사용할 
전환 속도 및 전환 유형을 설정합니다.

V3 Rate 전환 속도 1 ~ 999(30) II-19

V4 Type 전환 유형 Cut, Mix, Wipe, 
DME

Key Type 
Select

이미지에서 잘라낼 키 유형을 선택합니다. V4 Type 키 유형 Lum(휘도 키), 
Lin(선형 키), 
Chr(색도 키)

II-20

Resizer 축소/확대, 이동 및 화면비 변경 등과 같은 효과
를 DME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성된 키 부분에 
적용하는 크기 조정 기능을 사용할지 선택합니
다.
또한, V1 조절기를 눌러 [Resizer] 메뉴 (II-24페
이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V1 Select 조절기를 눌러 
[Resizer] 메뉴 표시

− II-21

V4 Resize Resizer 기능 사용/
해제

Off, On

Key Fill/Src 
Select

키 채우기에 사용할 신호와 키 소스에 사용할 
신호 선택 모드를 선택합니다.

V3 Source 키 소드의 선택 모
드

Self, Auto, Split II-20

V4 Fill 키 필링로 사용할 
신호

Bus, Matte

Key Fill Mat 
Adjust

키 채우기 매트의 컬러를 조정합니다. V2 Lum 컬러 매트 휘도 0.00 ~ 100.00 II-20

V3 Sat 컬러 매트 채도 0.00 ~ 100.00

V4 Hue 컬러 매트 색조 359.99 ~ 0.00

Lum Key 
Adjust (1/2)

휘도 키의 배경 컷아웃 조건과 외곽선 선명도를 
조정합니다.

V3 Clip 배경 컷아웃 조건
(클립 값)

+109.59 ~ −7.31 
(0.00)

−

V4 Gain 외곽선 선명도
(게인 값)

−100.00 ~ +100.00 
(0.00)

Lum Key 
Adjust (2/2)

휘도 키 밀도를 조정합니다. V4 Dens 키 밀도 0 ~ 100.00 −

Lum Key 
Mode

휘도 키에 클린 모드를 사용/해제합니다. 클린 
모드가 사용된 경우 키 소스는 배경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된 키 채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팁
문자 발생기와 마찬가지로 페어링된 키 채우기 
및 키 소스로 구성된 신호 사용 시 클린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V4 Clean 클린 모드 사용/해
제

Off, On −

Lin Key 
Adjust (1/2)

선형 키의 배경 컷아웃 조건과 외곽선 선명도를 
조정합니다.

V3 Clip 배경 컷아웃 조건
(클립 값)

+109.59 ~ −7.31 
(0.00)

−

V4 Gain 외곽선 선명도
(게인 값)

−100.00 ~ +100.00 
(0.00)

Lin Key 
Adjust (2/2)

선형 키 밀도를 조정합니다. V4 Dens 키 밀도 0 ~ 100.00 −

Lin Key Mode 선형 키에 클린 모드를 사용/해제합니다. 클린 
모드가 사용된 경우 키 소스는 배경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된 키 채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팁
문자 발생기와 마찬가지로 페어링된 키 채우기 
및 키 소스로 구성된 신호 사용 시 클린 모드가 
효과적입니다.

V4 Clean 클린 모드 사용/해
제

Off, On −
[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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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key 
Auto Adj

전경 비디오의 일부(예: 청색 배경 컬러)로 지정
하고 이것을 색도 키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
기 위한 참조로 사용할 수 있는 [Auto 
Chromakey] 메뉴(II-25페이지)를 표시합니다.

V1 Auto 조절기를 눌러 
[Auto Chromakey] 
메뉴 표시

− 사용 설명서
(기본 작동)

Chromakey 
Manual Adj

색도 키를 세부 조정하기 위해 [Manual 
Chromakey] 메뉴(II-25페이지)를 표시합니다.

V1 Manual 조절기를 눌러 
[Manual 
Chromakey] 메뉴 표
시

− II-20

Key Invert 키 소스이 흑백을 반전합니다. V4 Invert 키 소스 반전을 사
용/해제

Off, On −

Key Wipe 키 와이프 방향 및 와이프 패턴을 설정합니다. 
또한, V1 조절기를 눌러 [Key Wipe Modify] 메뉴
(II-26페이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V1 Modify 조절기를 눌러 [Key 
Wipe Modify] 메뉴 
표시

− II-19

V3 Direct 와이프 방향 Norm(정방향), 
N/R(정방향/역방
향), Rev(역방향)

II-19

V4 PtnNum 와이프 패턴 개수 1 ~ 24

Key Wipe 
Edge

키 와이프 패턴 가장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
다(가장자리 부드럽게).

V3 Soft 가장자리 부드럽게 
사용/해제

Off, On −

V4 Param 가장자리에 대한 초
점 흐리게 조건

0.00 ~ 100.00

Key DME 
Wipe

키 DME 와이프 방향 및 키 DME 와이프 패턴을 
설정합니다.
또한, V1 조절기를 눌러 [Key DME Wipe 
Modify] 메뉴(II-28페이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
니다.

V1 Modify 조절기를 눌러 [Key 
DME Wipe Modify] 
메뉴 표시

− II-19

V3 Direct 키 DME 와이프 방
향

Norm(정방향), 
N/R(정방향/역방
향). Rev(역방향)

V4 PtnNum 키 DME 와이프 패
턴 번호

1001 ~ 1008(슬라
이드), 1021 ~ 1031
(압축), 1041 ~ 1044
(도어), 1201 ~ 1208, 
1221 ~ 1224(프레임 
입출력)

Key Mask 키 신호의 일부를 마스킹하는 키 마스크 기능을 
설정합니다.

V3 Mask 마스크 기능 사용/
해제

Off, On II-20

V4 Invert 마스크 전환 사용/
해제

Off, On

Key Mask Box 
H

마스크 상자의 왼쪽 및 오른쪽 위치를 지정합니
다.

V3 Left 왼쪽의 위치 −100.00 ~ +100.00
(−50.00)

II-20

V4 Right 오른쪽의 위치 −100.00 ~ +100.00 
(+50.00)

Key Mask Box 
V

마스크 상자의 위쪽 및 아래쪽 위치를 지정합니
다.

V3 Top 위쪽의 위치 −100.00 ~ +100.00
(+50.00)

II-20

V4 Bottom 아래쪽의 위치 −100.00 ~ +100.00
(−50.00)

Key Edge 
Type

드롭 모드를 사용 또는 해제하고 키 가장자리에 
대한 수정자를 설정합니다.

V3 Drop 드롭 모드 사용/해
제

Off, On II-21

V4 Type 키 가장자리 유형 Norm(보통) 및 
Border

Border Adjust 테두리의 밀도 및 너비를 조정합니다. V3 Dens 테두리 밀도 0.00 ~ 100.00 II-21

V4 Width 테두리 너비 0.00 ~ 4.00

Border Matte 
Adjust

테두리 매트의 컬러를 조정합니다. V2 Lum 테두리 매트 밝기 0.00 ~ 100.00 II-21

V3 Sat 테두리 매트 채도 0.00 ~ 100.00

V4 Hue 테두리 매트 색조 359.99 ~ 0.00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II-23[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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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zer] 메뉴

[Resizer](II-22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눌러 [Resizer] 메뉴를 표시합니다.

Key Soft Edge 키 가장자리의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가장자리 
흐리게). 키 가장자리를 사용하고 가장자리의 
초점 흐리게 상태를 조정합니다.

V3 Soft 가장자리 부드럽게 
사용/해제

Off, On II-21

V4 Param 가장자리에 대한 초
점 흐리게 조건

0.00 ~ 100.00

Fine Key 키 신호 가장자리 위치 세부 조정을 위한 세부 
키 기능을 사용/해제합니다.

V4 Fine 세부 키 기능 사용/
해제

Off, On −

Fine Key 
Adjust H

세부 기능이 사용되면 키 신호 가장자리의 왼쪽 
및 오른쪽 위치를 세부 조정합니다.

V3 Left 왼쪽의 위치 −2.00 ~ +2.00(0.00) −

V4 Right 오른쪽의 위치 −2.00 ~ +2.00(0.00)

Fine Key 
Adjust V

세부 기능이 사용되면 키 신호 가장자리의 위쪽 
및 아래쪽 위치를 세부 조정합니다.

V3 Top 위쪽의 위치 −2.00 ~ +2.00(0.00) −

V4 Bottom 아래쪽의 위치 −2.00 ~ +2.00(0.00)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Rotation 
Mode

Resizer 기능을 2D 또는 3D로 움직일지 선택합
니다.

 팁
이 설정에 따라 다음 [Location], [Aspect] 및 
[Rotation] 설정에 대한 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V3 Axis 3D 전환을 위한 회
전 축을 선택합니다.

X, Y −

V4 Enable 2D 변환 및 3D 변환 
간에 전환

Off(2D 변환),  
On(3D 변환)

Location 키를 축소/확대하고 이동합니다.

팁

• 가로 방향의 설정 범위는 HD/SD 4:3 과 SD 
16:9 간에 다릅니다 .

• 세로 방향의 설정 범위는 HD/SD 4:3, SD 16:9, 
3D 간에 다릅니다 .

• F1 버튼에 주황색 불이 켜지면 , X-Y 포인터
를 사용하여 키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

V2 Loc X 가로 방향으로 키 
이동

−100.00 ~ +100.00 
(0.00)

−

V3 Loc Y 세로 방향으로 키 
이동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 
−100.00 ~ +100.00 
(0.00)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 
−9.00 ~ 9.00(0.00)

V4 Size 키 축소/확대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 
0.00 ~ 100.00 
(1.00)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 
0.00 ~ 1.00

Aspect 키의 화면비를 변경합니다. V2 Asp X 수평 방향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 
0.00 ~ 100.00 
(1.00)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1.00 으로 고정
( 조정 불가 )

−

V3 Asp Y 수직 방향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 
0.00 ~ 100.00 
(1.00)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1.00 으로 고정
( 조정 불가 )

V4 Ratio 화면비를 변경합니
다.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 
0.00 ~ 2.00(1.00)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1.00 으로 고정
( 조정 불가 )
[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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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Chromakey] 메뉴

[Chromakey Auto Adj](II-23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눌러 [Auto Chromakey] 메뉴를 표시합니다.

[Manual Chromakey] 메뉴

[Chromakey Auto Adj](II-23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눌러 [Manual Chromakey] 메뉴를 표시합니다.

Rotation 키를 회전하과 원근을 조정합니다. V2 Rot X X축 회전량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0.00 으로 고정
( 조정 불가 )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 
−100.00 ~ +100.00 
(0.00)

−

V3 Rot Y Y축 회전량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0.00 으로 고정
( 조정 불가 )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 
−100.00 ~ +100.00 
(0.00)

V4 Pers 원근 • [Rotation Mode]
가 [Off] 인 경우 
1.00 으로 고정
( 조정 불가 )

• [Rotation Mode]
가 [On] 인 경우 , 
0.00 ~ 1.00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Sample Mark 컷아웃 컬러(예: 색도 키의 기준으로 사용될 컬
러)를 지정하기 위한 샘플 마크(예: 흰색 상자)를 
표시합니다.

V4 Mark 샘플 마크 표시 사
용/해제

Off, On 기본 작동

Sample Mark 
Adjust

샘플 마크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정합니다.

 팁
크기 설정에 따라 가로 및 세로 위치의 설정 범
위가 달라집니다.

V2 Pos H 가로 방향의 위치 −100.00 ~ +100.00 
(0.00)

기본 작동

V3 Pos V 세로 방향의 위치 −100.00 ~ +100.00 
(0.00)

V4 Size 크기 1.00 ~ 100.00(25.00)

Auto Adjust 
Execute

자동 색도 키를 수행합니다.
V4 조절기를 누르면 기준으로 샘플 마크로 지
정된 컬러를 사용해 자동 색도 키가 수행되며, 
구성된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V4 Start 조절기를 눌러 자동 
색도 키를 수행합니
다.

− 기본 작동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Chr Key 
Adjust (1/2)

배경 컷아웃 조건, 외곽선 선명도 및 기타 설정
을 조정합니다.

V2 Hue 컷아웃하려는 컬러
의 색조

359.99 ~ 0.00(0.00) −

V3 Clip 컷아웃하려는 컬러
의 채도

0.00 ~ 100.00(50.00)

V4 Gain 외곽선 선명도(게
인 값)

0.00 ~ 100.00(0.00)

Chr Key 
Adjust (2/2)

색도 키 밀도를 조정합니다. V4 Dens 키 밀도 0 ~ 100.00 −
II-25[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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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ipe Modify] 메뉴

[Key Wipe](II-23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눌러 [Key Wipe Modify] 메뉴 를 표시합니다.

Color Cancel 합성할 비디오 피사체의 외곽선 부분과 섞어 배
경 컬러(예, 청색 스크린)를 제거하는 Color 
Cancel 기능을 사용/해제합니다.

V4 Cancel Color Cancel 기능 
사용/해제

Off, On −

Color Cancel 
Adjust

Color Cancel을 통해 제거되는 색상을 조정합니
다.

V2 Lum 취소하려는 색상의 
밝기 오프셋

0.00 ~ 100.00 −

V3 Sat 캔슬할 컬러의 채도 0.00 ~ 100.00

V4 Hue 캔슬할 컬러의 색조 359.99 ~ 0.00

Chr Key 
Window

제거하려는 컬러에 대한 감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Window 기능을 사용/해제합니다.

 팁
Window 기능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값 범위 내에서 이미지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V4 Window Window 기능 사용/
해제

Off, On −

Chr Key 
Window Adj

윈도우 모양을 조정합니다. V3 Crop 윈도우 위쪽을 자를 
위치

100.00 ~ 0.00(75.00) −

V4 Angle 윈도우가 열리는 각
도

180.00 ~ 0.00 
(180.00)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Positioner 키 와이프 위치를 조정하는 포지셔너를 사용/해
제합니다.
V3 조절기로 [On]을 선택한 경우 전환을 하면 
패턴은 포지셔너를 통해 패턴이 이동된 위치에
서 화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팁
포지셔너를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
니다.

17, 18, 21, 22, 23, 24

V3 AutoCT 자동 중앙 정렬 기
능 사용/해제

Off, On −

V4 Pos 포지셔너 사용/해
제

Off, On

Positioner 
Adjust

키 와이프 위치를 조정합니다. 설정 값을 "0.00"
으로 초기화하려는 경우 V4 조절기를 누르십시
오.

설정 값에 대한 참고
Pos H: 음수 값은 위치를 왼쪽으로 양수 값은 

오른쪽으로 조정합니다.
Pos V: 음수 값은 위치를 아래쪽으로 양수 값은 

위쪽으로 조정합니다.

V2 Pos H 가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

−

V3 Pos V 세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

V4 Center 설정 값을 "0"으로 
초기화

−

Rotation 키 와이프 패턴의 회전 방향을 설정합니다. V4 Rotate 회전 유형 Off, Angle, Speed, 
Mag(크기)

−

[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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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Adjust

[Rotation]에서 선택한 회전 유형에 따라 파라미
터를 설정합니다.
• [Angle] 을 선택한 경우 : [Angle] 을 설정합니

다 .
• [Speed] 를 선택한 경우 : [Speed] 를 설정합니

다 .
• [Mag] 를 선택한 경우 : [Angle] 및 [Mag] 를 

설정합니다 .

설정 값 정보
Angle: −100.00은 패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회 회전되는 상태에 해당하며, +100.00은 
패턴이 시계 방향으로 1회 회전되는 상태
에 해당합니다. 0.00은 비회전 상태에 해당
합니다.

Mag: −200.00은 패턴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두 
번 회전하며, +200.00은 패턴이 시계 방향
으로 두 번 회전합니다. 0.00은 비회전 상태
에 해당합니다.

Speed: −100.00은 초당 한 번 시계 반대 방향으
로 회전하는 속도이며,  +100.00은 초당 한 
번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0.00은 정지 상태에 해당합니다.

V2 Angle • 패턴 기울기 각
도 ([Angle])

• 회전 시작 시 패
턴 기울기 각도
([Mag])

−100.00 ~ +100.00 
(0.00)

II-11

V3 Mag 전환 동안 회전량 −200.00 ~ +200.00 
(0.00)

V4 Speed 패턴 회전 속도 −100.00 ~ +100.00 
(0.00)

Aspect 키 와이프 패턴의 화면비를 변경합니다. 화면비
를 음수 값으로 설정하면 패턴이 세로로 늘어져 
세로 방향으로 더 길어지며, 화면비를 양수 값
으로 설정하면 패턴이 가로로 늘어져 가로 방향
으로 더 길어집니다.

V3 Aspect 화면비 조정 사용/
해제

Off, On II-11

V4 Ratio 화면비 조정 −100.00 ~ +100.00 
(0.00)

Multi 키 와이프 패턴 복제에 Multi 기능 사용/해제 V4 Multi Multi 기능 사용/해
제

Off, On II-11

Multi Adjust 동일한 패턴을 가로 또는 세로, 또는 두 가지 방
향 모두로 최대 63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V2 H Mult 가로 방향으로 넣을 
패턴 개수

1 ~ 63 II-11

V3 V Mult 세로 방향으로 넣을 
패턴 개수

1 ~ 63

V4 InvTyp 패턴 넣기 방법 1 ~ 4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II-27[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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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DME Wipe Modify] 메뉴

[Key DME Wipe](II-23페이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눌러 [Key DME Wipe Modify] 메뉴를 표시합니다.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Positioner 키 DME 와이프 위치를 조정하는 포지셔너를 
사용/해제합니다.

 팁
다음 패턴에 포지셔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31, 1201 ~ 1208, 1221 ~ 1224

V4 Pos 포지셔너 사용/해
제

Off, On −

Positioner 
Adjust

키 DME 와이프 위치를 조정합니다. 설정 값을 
"0.00"으로 초기화하려는 경우 V4 조절기를 누
르십시오.

설정 값에 대한 참고
Pos H: 음수 값은 위치를 왼쪽으로 양수 값은 

오른쪽으로 조정합니다.
Pos V: 음수 값은 위치를 아래쪽으로 양수 값은 

위쪽으로 조정합니다.

V2 Pos H 가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

−

V3 Pos V 세로 방향으로 위치 
조정

−200.00 ~ +200.00 
(0.00)

V4 Center 설정 값을 "0"으로 
초기화

−

Size 1201 ~ 1208(Frame In/Out) 및 1221 ~ 1224(Frame 
In/Out) 키 DME 와이프 패턴을 사용할 경우 하
위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값에 대한 참고
Param:  확대/축소 비율을 백분율로 설정합니

다. 100.00 설정은 입력 이미지 크기와 같습
니다.

V3 Size 크기 조정 사용/해
제

Off, On −

V4 Param 크기 조정 0.00 ~ 200.00 
(100.00)
[Key]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제                          장3
오디오 믹싱
  제
3
장

  오
디

오
 믹

싱

개요

오디오 입력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오디오 레벨을 설정하고 각 오디오 채널에 대해 오디오를 출력할 커넥터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각 오디오 채널에 대해 [Audio Channel] 메뉴에서 오디오를 조정 및 설정합니다.

[Audio Channel] 메뉴를 표시하려면

조정하려는 오디오에 할당된 채널 페이더와 같은 열에 있는 ACCESS/PFL 버튼을 누릅니다.

각 채널 페이더에 입력 신호 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널 페이더에 오디오 입력 신호 할당"(c 기본 작동)을 참조하십시오.

[Audio Channel]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Input Trim 오디오 입력 신호 수준을 조정합니다. 오디오 
신호 입력의 할당된 채널을 본 제품에 맞게 개
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V4 Level 입력 수준 조정 −15 dB ~ +15 dB
(0 dB)

−

Filter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를 자릅니다. 이러한 설정
을 사용해 소음 등을 억제합니다.

V3 L Cut 저주파수(100 Hz 이
하) 자르기

Off, On −

V4 H Cut 고주파수(8 kHz 이
상) 자르기

Off, On

ACCESS/PFL 버튼
II-29개요 / [Audio Channel]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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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zer High 이퀄라이저 기능을 사용해 고주파수 대역을 설
정하여 오디오 음질을 조정합니다.

V2 EQ H 고주파수 대역의 오
디오 음질 조정 사용
/해제

Off, On −

V3 Freq 고주파수 대역의 중
심 주파수(kHz)

1.30 k ~ 17.40 k 
(4.75 k)

V4 Level 고주파수 대역의 수
준

−15 dB ~ +15 dB
(0 dB)

Equalizer Mid 이퀄라이저 기능을 사용해 중주파수 대역을 설
정하여 오디오 음질을 조정합니다.

V2 EQ M 중주파수 대역의 오
디오 음질 조정 사용
/해제

Off, On −

V3 Freq 중주파수 대역의 중
심 주파수(kHz)

260.0 k ~ 6.40 k 
(1.28 k)

V4 Level 중주파수 대역의 수
준

−15 dB ~ +15 dB
(0 dB)

Equalizer Low 이퀄라이저 기능을 사용해 저주파수 대역을 설
정하여 오디오 음질을 조정합니다.

V2 EQ L 저주파수 대역의 오
디오 음질 조정 사용
/해제

Off, On −

V3 Freq 저주파수 대역의 중
심 주파수(Hz)

31.0 ~ 420.0
(114.1)

V4 Level 저주파수 대역의 수
준

−15 dB ~ +15 dB
(0 dB)

Limiter/
Compressor

수준 차이가 큰 오디오 입력 시 제한기 또는 압
축기를 설정합니다.
• 제한기는 수준 차이가 큰 오디오 신호의 피크 

컴포넌트를 제한합니다 . 또한 , 일정한 임계
값 볼륨을 초과하는 사운드를 압축하여 과도
한 출력을 예방합니다 .

• 압축기가 임계값 수준 이상의 오디오 수준을 
완만하게 압축하므로 , 수준 차이가 큰 오디
오 신호가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

V3 Type 오디오 압축 방법 선
택

Off, Lim(제한기), 
Comp(압축기)

−

V4 Thresh 제한기 또는 압축기
가 적용되는 수준(임
계값)

0 dB ~ −60 dB
(−20 dB)

Pan 오디오의 좌우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V4 Bal 좌우 밸런스 조정 15L ~ 15R(0) −

PGM Assign PGM OUT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

 팁
PGM OUT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의 출력 수
준은 오디오 컨트롤 섹션의 프로그램 페이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V4 PGM PGM OUT 커넥터의 
출력 사용/해제

Off, On −

MIX OUT 
Assign

MIX OUT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 V4 MIX MIX OUT 커넥터의 
출력 사용/해제

Off, On −

AUX1 OUT 
Assign

AUX OUT 1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

출력 오디오의 상태 정보
Pre: 오디오 채널 페이더로 수준 제어 전에 오

디오를 출력합니다.
Post: 패닝을 제외한 모든 조정이 오디오 신호

에 적용된 상태에서 오디오를 출력합니다.

V2 AUX1 AUX OUT 1 커넥터
의 출력 사용/해제

Off, On −

V3 Level 오디오 수준 조정 −8 ~ +10 dB(0 dB)

V4 Type 출력 오디오 상태 Pre, Post

AUX2 OUT 
Assign

AUX OUT 2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

출력 오디오의 상태 정보
Pre: 오디오 채널 페이더로 수준 제어 전에 오

디오를 출력합니다.
Post: 패닝을 제외한 모든 조정이 오디오 신호

에 적용된 상태에서 오디오를 출력합니다.

V2 AUX2 AUX OUT 2 커넥터
의 출력 사용/해제

Off, On −

V3 Level 오디오 수준 조정 −8 ~ +10 dB(0 dB)

V4 Type 출력 오디오 상태 Pre, Post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Audio Channel]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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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력 순간 정지는 개별 입력 신호에서 이미지를 순간 정
지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레임 메모리는 입력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순간 정지한 다음 본 제품의 메모리에 기록할 수 있는 기
능입니다.
프레임 메모리에 저장된 이미지는 교차점 버튼(PGM 버
튼 및 PST/KEY 버튼)의 비디오 입력 신호(FM)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여 프레임 메모리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순간 정지 및 프레임 메모리는 3D Mode에서는 사
용할 수 없습니다([Frame Memory] 메뉴가 표시되지 않
음).

입력 이미지 순간 정지

1 메뉴 컨트롤 블록의 FM 버튼을 눌러 [Frame Memory]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Input Freeze] 를 
선택합니다 .

2 V3 조절기를 돌려 입력 신호를 선택하고 , V4 조절기
를 돌려 [On] 을 선택한 다음 , 순간 정지하려는 타이
밍에서 V4 조절기를 누릅니다 .

입력 이미지가 순간 정지합니다 .

이미지를 다시 순간 정지하려는 경우 [Off] 를 선택하
고 V4 조절기를 누른 다음 , [On] 을 다시 선택합니다 .

프레임 메모리 비디오(FM)로 
사용할 프레임 메모리 선택

[Frame Memory] 메뉴를 표시하고, V1 조절기를 돌려 
[Select]를 선택한 다음, V4 조절기를 돌려 프레임 메모리 
비디오로 사용하려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프레임 메
모리를 선택합니다.
Frame Memory 1에서 12는 "FM1", "FM2" ... "FM12"로 표
시됩니다.

팁

팁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3 Input 입력 신호 선택 SDI1, SDI2, SDI3, 
SDI4, DVI, H/V1, 
H/V2, H/V3

V4 Freeze 순간 정지 사용/해제 Off, On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4 FM 프레임 메모리 비디오
(FM)로 사용할 프레임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FM1, FM2, FM3, 
FM4, FM5, FM6, 
FM7, FM8, FM9, 
FM10, FM11, FM12
II-31개요 / 입력 이미지 순간 정지 / 프레임 메모리 비디오(FM)로 사용할 프레임 메모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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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메모리에 이미지 저장

저장하려는 프레임 메모리(Frame Memory 1 ~ 12)를 선택
하고, 소스로 사용하려는 입력 신호를 선택한 다음, 입력 
이미지를 순간 정지시켜 메모리에 기록합니다.

1 [Frame Memory]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Frame Memory Freeze] 를 선택한 다음 , 조절기를 누
릅니다 .

[Frame Memory Freeze] 메뉴가 나타납니다 .

2 V1 조절기를 돌려 이미지를 저장할 프레임 메모리
([Frame Memory 1] ~ [Frame Memory 12]) 를 선택하고 
V2 및 V3 조절기를 돌려 소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 
V4 조절기를 돌려 [On] 을 선택하고 V4 조절기를 누릅
니다 .

입력 이미지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

• [Store] 파라미터가 [Off]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프
레임 메모리의 입력 비디오가 출력됩니다 .

• [Src K] 가 [Black] 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모든 흰
색 신호가 키 소스 이미지로 할당됩니다 .

3 FM 메뉴 선택 버튼을 눌러 [Frame Memory Freeze] 메
뉴를 종료합니다 .

[Frame Memory Freeze] 메뉴에서 V1 조절기로 선택한 프
레임 메모리([Frame Memory 1] ~ [Frame Memory 12])는 
비디오 입력 신호의 FM에 자동으로 할당되고, 이는 
[Frame Memory] 메뉴의 [Select]의 선택 상태에서 반영됩
니다.

이미지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USB 메모리를 사용해 이미지를 프레임 메모리로 본 제품
에 가져오거나 제품에 저장된 프레임 메모리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미지 가져오기

가져오기에 지원되는 파일 형식
• TGA
• TIFF
• BMP

• 파일 이름에 최대 25자까지 영숫자(확장자 포함)를 입
력합니다. 이름이 26자 이상인 파일은 표시되지 않습니
다. 파일 이름에 영문자와 숫자 이외의 문자가 포함된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V3 조절기
를 눌러 영문자와 숫자만 포함된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
다.

• 이미지가 너무 클 경우 돌출 부분은 잘리고, 이미지가 
너무 작을 경우 누락된 부분은 검은색으로 채워집니다.

• 레이어 정보가 포함된 TGA 및 TIFF 파일의 경우 가져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가져오려는 이미지를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다음 
폴더로 복사한 다음 ,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장치의 
USB 커넥터에 꽂습니다 .

폴더 이름 : \Sony\MCS\FM

2 [Frame Memory]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Import] 를 선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

USB 메모리의 데이터가 읽혀진 다음 , 가져올 수 있
는 파일이 표시됩니다 .

3 V1 조절기를 돌려 가져올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 
각 조절기를 돌려 프레임 메모리와 가져올 파일 개수
를 지정한 다음 , V4 조절기를 눌러 가져오기를 시작
합니다 .

V4 조절기를 누르면 지정한 수의 파일만 가져옵니다 .

• 알파 채널이 포함된 TGA 파일 또는 TIFF 파일을 가
져올 경우 키 소스가 포함된 프레임 메모리가 생성
됩니다 .

• RLE 압축 TGA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 압축된 TIFF 파일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2 Src V 비디오 소스 이미지 
선택

Black, SDI1, SDI2, 
SDI3, SDI4, DVI, 
H/V1, H/V2, H/V3, 
ColBg, PGM, Aux1, 
Aux2

V3 Src K 키 소스 이미지 선택 Black, SDI1, SDI2, 
SDI3, SDI4, DVI, 
H/V1, H/V2, H/V3, 
ColBg, PGM, Aux1, 
Aux2

V4 Store 입력 이미지 저장 Off, On

팁

참고

참고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2 Dest 가져올 첫 번째 프
레임 메모리 선택

FM1, FM2, FM3, 
FM4, FM5, FM6, 
FM7, FM8, FM9, 
FM10, FM11, FM12

V3 Num 가져올 파일 개수 1 ~ 12

팁

프레임 메모리에 이미지 저장 / 이미지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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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P 파일 또는 알파 채널이 포함되지 않은 TGA 또
는 TIFF 파일을 가져올 경우 모든 흰색 키 소스가 있
는 프레임 메모리가 생성됩니다 .

• 프레임 메모리가 지정된 프레임 메모리 번호에 등
록된 경우 가져온 이미지로 덮어쓰기 됩니다 .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프레임 메모리 삭제

1 위의 "이미지 가져오기 " 절차의 1단계와 2단계를 실
행하여 파일을 표시합니다 .

2 V1 조절기를 돌려 삭제하려는 파일을 선택하고 V1 
조절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

V1 표시가 [Remove] 에서 [OK?] 로 변경됩니다 .

3 V1 조절기를 다시 누르고 있습니다 .

선택한 파일이 삭제됩니다 .

삭제 작업을 취소하려면 , V1 조절기를 돌리거나 메
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을 한 번에 1개씩 삭제하십시오. 여러 개의 파일을 동
시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프레임 메모리 내보내기

본 제품에 저장된 프레임 메모리를 USB 메모리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1 USB 메모리를 본 제품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

2 [Frame Memory] 메뉴를 표시한 다음 , V1 조절기를 돌
려 [Export] 를 선택합니다 .

3 각 조절기를 돌려 내보낼 프레임 메모리를 선택한 다
음 , V4 조절기를 눌러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

V4 조절기를 누르면 지정한 수의 파일만 내보냅니다 .

• BMP 형식 파일만 내보낼 수 있으며 , 알파 채널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

• 파일이 내보내진 폴더와 파일 이름은 아래와 같습
니다 .
폴더 이름: \Sony\MCS\FM
파일 이름: YYMMDD-HHMMSS-##V.bmp

(#는 프레임 번호[01 ~ 12]임)

팁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2 Source 내보낼 첫 번째 프
레임 메모리 선택

FM1, FM2, FM3, 
FM4, FM5, FM6, 
FM7, FM8, FM9, 
FM10, FM11, FM12

V3 Num 내보낼 프레임 메
모리의 번호

1 ~ 12

팁

II-33이미지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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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파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구성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
내기

본 제품의 다양한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구성 데이터를 
USB 메모리로 내보내고 저장된 구성 데이터를 본 제품으
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에는 본 제품의 다양한 설정이 들어 있습니
다. 예를 들어, 이전 설정을 복원하려는 경우 구성 데이터
를 가져오면 쉽게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
로(설정 변경) 구성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데이터 내보내기

1 USB 메모리를 본 제품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

2 메뉴 컨트롤 블록의 FILE 버튼을 눌러 [File]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Export Config] 를 선택
한 다음 , V4 조절기를 눌러 내보내기를 시작합니다 .

파일 내보내기에 사용하는 폴더와 파일 이름은 아래
와 같습니다 .
폴더 이름 : \Sony\MCS\CONFIG\YYMMDD-HHMMSS

다음 설정은 구성 데이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

앞쪽 패널 버튼
• ACCESS/PFL (1 ~ 6)
• DIM
• MONITOR SEL
• CH ON (1 ~ 6)
• 버스 위임 버튼 (BKGD, KEY, AUX 1, AUX 2)
• 메뉴 선택 버튼
• 숫자 키패드 버튼 (EFF, SNAPSHOT, DIRECT/ESC)

메뉴

기타
• 프레임 메모리 비디오
• 폴더의 파일 수가 99 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폴더에 100 개 이상의 파일이 있어도 목록에는 99
개만 표시됩니다 . 파일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파일
을 선택한 후 V1 조절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

구성 데이터 가져오기

1 복원하려는 구성 데이터가 저장된 USB 플래시 드라
이브를 장치의 USB 커넥터에 꽂습니다 .

2 [File]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Import 
Config] 를 선택한 다음 이 조절기를 누릅니다 .

USB 메모리의 데이터가 읽혀진 다음 , 가져올 수 있
는 구성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

3 V1 조절기를 돌려 가져올 구성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 , 
V4 조절기를 눌러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제품을 다시 시작할지 묻는 메
시지가 나타납니다 .

4 V3 조절기 (OK) 를 누른 다음 ,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켭
니다 .

팁

팁

참고

메뉴 그룹 파라미터

Frame Memory Input Freeze Input, Freeze

Select FM

Export Source, Num

Frame Memory > Freeze All −

Frame Memory > Import All −

Misc Port Enable GPI, RS232C

File All −

File > Import Config All −

File > Import Snapshot All −

Setup > System Startup Mode All

Date All

Time All
구성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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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 Startup Mode 가 [User] 로 
자동 변경됩니다 .

Startup Mode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artup Mode"(II-44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

스냅샷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본 제품에 저당된 스냅샷을 USB 메모리로 내보내고, 
USB 메모리에 저장된 스냅샷을 본 제품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3D 모드에서는 스냅샷을 가져오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스냅샷 내보내기

1 USB 메모리를 본 제품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

2 [File]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Export 
Snapshot] 을 선택한 다음 , 각 조절기를 돌려 내보낼 
파일을 지정하고 , V4 조절기를 눌러 내보내기를 시
작합니다 .

V4 조절기를 누르면 지정한 수의 스냅샷을 내보냅니
다 .

파일 내보내기에 사용하는 폴더와 파일 이름은 아래
와 같습니다 .
폴더 이름: \Sony\MCS\SNAPSHOT
파일 이름: YYMMDD-HHMMSS-##.SSS

(##은 스냅샷 번호[01 ~ 20]임)

스냅샷을 가져올 때 폴더 내 파일 개수가 99 개를 초
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폴더의 파일 수가 99
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폴더에 100 개 이상의 
파일이 있어도 목록에는 99 개만 표시됩니다 . 파일
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파일을 선택한 후 V1 조절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

스냅샷 가져오기

1 가져오려는 스냅샷이 저장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
를 장치의 USB 커넥터에 꽂습니다 .

2 [File]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Import 
Snapshot] 를 선택한 다음 , 조절기를 누릅니다 .

USB 메모리의 데이터가 읽혀진 다음 , 가져올 수 있
는 스냅샷이 표시됩니다 .

스냅샷 파일은 오래된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

3 V1 조절기를 돌려 가져올 스냅샷을 선택하고 , 각 조
절기를 돌려 등록한 스냅샷을 지정한 다음 , V4 조절
기를 눌러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

V4 조절기를 누르면 지정한 수의 스냅샷을 가져옵니
다 .

스냅샷이 이미 지정한 스냅샷 번호에 저장된 경우 가
져온 스냅샷이 덮어씁니다 .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프레임 메모리 삭제

1 위의 "스냅샷 가져오기 " 절차의 1단계와 2단계를 실
행하여 스냅샷을 표시합니다 .

2 V1 조절기를 돌려 삭제하려는 파일을 선택하고 V1 
조절기를 누르고 있습니다 .

V1 표시가 [Remove] 에서 [OK?] 로 변경됩니다 .

3 V1 조절기를 다시 누르고 있습니다 .

선택한 파일이 삭제됩니다 .

삭제 작업을 취소하려면 , V1 조절기를 돌리거나 메
뉴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

파일을 한 번에 1개씩 삭제하십시오. 여러 개의 파일을 동
시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팁

팁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2 Source 내보낼 첫 번째 스냅
샷 번호

SS1 ~ SS20

V3 Num 내보낼 스냅샷 개수 1 ~ 20

팁

참고

팁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2 Dest 가져올 첫 번째 스냅
샷 번호

SS1 ~ SS20

V3 Num 가져올 스냅샷 개수 1 ~ 20

팁

팁

II-35스냅샷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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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 포맷

1 USB 메모리를 본 제품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

2 [File]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USB 
Memory Format] 을 선택한 다음 , V4 조절기를 눌러 
포맷 시작합니다 .

포맷을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폴더가 생성됩니다 .
폴더 이름 : \Sony\MCS\CONFIG

\Sony\MCS\FM
\Sony\MCS\SNAPSHOT

팁

USB 메모리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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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제품에서는 좌안(L)용 비디오와 우안(R)용 비디오를 
쌍으로 가져와서 3D 비디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3D 시스템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
한 연결 및 설정을 설명합니다. 

연결 및 설정의 흐름

3D 시스템에서 본 제품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필요
한 연결 및 설정을 수행하십시오.

3D 비디오 신호를 입력 및 출력하기 위한 커넥터는 고정되어 있습니
다. 3D 시스템 구성 시 "시스템 구성 보기"에서 "보기 2: 3D 시스템의 

경우"(II-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D 모드에서는 메뉴를 MENU 버튼에 할당하거나 MENU 
버튼을 사용하여 불러올 수 없습니다.

참고 및 제한 사항

본 장치를 포함한 3D 시스템 구성 시 다음과 같은 제한 사
항이 적용됩니다.
• 하나의 MCS-8M 제품에만 3D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두 
제품을 함께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제품이 3D 시스템으로 작동될 경우 HD(1080i/59.94, 
1080i/50, 720p/59.94 또는 720p/50) 신호 형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 형식이 HD에서 SD로 변경된 경우 
3D Mode는 취소됩니다.

• HDMI 입력에 내장된 오디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D 비디오 입력에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와 비디오 신
호가 할당될 수 있는 교차점 버튼은 아래와 같이 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3D 비디오 출력 신호를 할당할 수 있는 커넥터는 아래
와 같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 참조 신호를 사용해 3D 비디오 입력 장치와 본 제품의 
이미지를 동기화합니다.

• TALLY/GPI 커넥터는 TALLY 전용이 됩니다. TALLY
는 IN1(SDI IN 1, IN 2)과 IN2(SDI IN 3, IN 4)에 고정됩
니다.

각 장치의 연결 (II-6페이지)

r

신호 형식 및 비디오 크기 설정 (II-38페이지)

r

3D Mode 사용 (II-38페이지)

r

3D 비디오 출력 확인 (II-38페이지)

참고

비디오 입력 커넥터 입력 신호 교차점 버튼

SDI IN 1 SDI 1 (L) 1

SDI IN 2 SDI 1 (R)

SDI IN 3 SDI 2 (L) 2

SDI IN 4 SDI 2 (R)

비디오 출력 커넥터 출력 신호 비고

SDI OUT PGM PGM (L)

SDI OUT AUX 1 PGM (R)

SDI OUT AUX 2 PGM (L+R) 사이드 바이 사이드

SDI OUT MULTI VIEWER Multi Viewer

DVI-D OUT AUX PGM (L+R) 사이드 바이 사이드

DVI-D OUT MULTI VIEWER Multi Viewer
II-37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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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설정 수행

[Setup] 메뉴에서 3D 시스템에서 본 제품을 작동하기 위
한 설정을 수행합니다.
메뉴 컨트롤 섹션에서 SETUP 버튼을 눌러 [Setup] 메뉴를 
표시합니다.

신호 형식 및 비디오 크기 설정

1 [Setup] 메뉴를 표시하고 [System] 메뉴 > [System 
Format] 을 선택하고 , 해당 조절기를 사용해 다음 각 
설정을 수행합니다 .

비디오의 [Aspect] 16:9 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신호 형식 및 화면비 구성 "(c 기본 작
동 ) 을 참조하십시오 .

2 V3 또는 V4 조절기를 누릅니다 .

본 장치를 다시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3 V3 조절기 (OK) 를 누른 다음 .

3D Mode 사용

1 [Setup] 메뉴를 표시하고, [System] 메뉴 > [3D Mode]를 
선택한 다음 , V4 조절기를 돌려 [On] 을 선택하고 .

2 V4 조절기를 누릅니다 .

본 장치를 다시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3 V3 조절기 (OK) 를 누른 다음 ,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켭
니다 .

• 3D 모드에서는 BKGD 버스 위임 버튼 표시등이 켜지
고, KEY, AUX 1 및 AUX 2 버튼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
다.

• 전환 유형은 MIX에 고정됩니다.
• 다음 전환은 BKGD에 고정됩니다.
• 전환 컨트롤 블록의 FTB 및 KEY TRANS 버튼은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 숫자 키패드 블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메뉴 컨트롤 블록에서는 MISC, FILE 및 SETUP 버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Misc] 메뉴

[Setup] 메뉴

[File] 메뉴

• 다음 데이터는 [Setup] 메뉴의 [Startup Define] 작업에 의
해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은 시작할 때마다 기본 
값으로 복원됩니다.
− PGM 버스 교차점 : 1
− PST 버스 교차점 : 1
− 효과 전환 속도 : 30

3D 비디오 출력 확인

3D 비디오 입력이 교차점 버튼(PGM 버튼 및 PST/KEY 버
튼) 1과 2에 할당됩니다.
교차점 버튼 1과 2를 누르고 3D 비디오 출력을 확인합니
다.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값

V3 Format 신호 형식 108059 (1080i/59.94), 
108050 (1080i/50), 
720p59 (720p/59.94), 
720p50 (720p/50)

V4 Aspect 비디오의 화면비 16:9

팁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값

V4 3D 3D Mode 사용/해제 Off, On

팁

메뉴 항목 제한

Transition Rate 
(1/2)

• [Effect] 전환 속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ransition Rate 
(2/2)

•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Color BKGD •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ort Enable • [GPI] 는 [Disbl] ( 사용 안 함 ) 에 고정됩니 .
• [RS232C] 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메뉴 항목 제한

Video (XPT) • 하위 레벨 설정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교
차점 버튼의 할당이 고정됨 ).

Video (Output) • 하위 레벨 설정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비
디오 출력의 할당이 고정됨 ).

Multi Viewer • 하위 화면 개수 설정만 가능합니다 .
• 하위 화면에 비디오가 할당되어 고정됩니다 .

GPI/Tally • 하위 레벨 설정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메뉴 항목 제한

Import Snapshot • 하위 레벨 설정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Export Snapshot • 내보낼 수 없습니다 .
필요한 설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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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장치에서 작동 사용/사용 
안 함

외부 장치에서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GPI 포트를 사용 또
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1 [Misc] 메뉴를 표시하고 , V1 조절기를 돌려 [Port 
Enable] 을 선택한 다음 V3 조절기를 사용해 설정을 
수행합니다 .

외부 장치와 연결

[Setup] 메뉴의 [GPI/Tally]에서 외부 장치와의 연결을 설
정합니다.

3D Mode에서는 [GPI/Tally]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GPI/Tally] 메뉴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PI/Tally] 메뉴 목록"(II-4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ALLY/GPI 커넥터의 PIN 할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LLY/GPI 커넥
터"(c 기본 작동)를 참조하십시오.

GPI 입력 설정

GPI 입력 접점의 작동 및 트리거 유형을 설정합니다.

설정 메뉴 : [Setup] 메뉴 > [GPI/Tally] 메뉴 > [GPI Input 1] 
~ [GPI Input 4] (II-40 페이지 )

다음 접점 작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Use: 작동 없음
CT: 자르기
AT: 자동 전환
KeyCT: 키 자르기
KeyAT: 키 자동 전환
Aux1CT: Aux1 자르기
Aux1AT: Aux1 자동 전환
Aux2CT: Aux2 자르기
Aux2AT: Aux2 자동 전환
SS1 to SS20: 스냅샷 리콜 (1 ~ 20)

다음 트리거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Use: 입력 펄스가 무시됩니다 .
Rise: 입력 펄스의 상승 가장자리에서 트리거가 적용됩

니다 .
Fall: 입력 펄스의 하강 가장자리에서 트리거가 적용됩니

다 .
Any: 입력 펄스가 반전될 때 트리거가 적용됩니다 .

GPI 출력/탈리 설정

GPI 출력 및 탈리를 설정합니다.

설정 메뉴 : [Setup] 메뉴 > [GPI/Tally] 메뉴 > [GPI Output/
Tally 1] ~ [GPI Output/Tally 8] (II-40 페이지 )

다음 트리거 유형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Use: 출력이 높은 수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
Rise: 트리거로 출력이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 이러한 

상태가 특정 지속 시간 (1 ~ 2 프레임 ) 동안 계속됩니
다 .

Fall: 트리거로 출력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 이러한 
상태가 특정 지속 시간 (1 ~ 2 프레임 ) 동안 계속됩니
다 .

Any: 트리거가 활성화될 때마다 출력의 높은 수준과 낮
은 수준이 번갈아 변경됩니다 .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V3 GPI GPI 포트 사용/사용 
안 함

Enbl(사용), Disbl
(사용 안 함)

팁

II-39외부 장치에서 작동 사용/사용 안 함 / 외부 장치와 연결



II-40

  제
7
장

  외
부

 장
치

 제
어

GPI 출력이 탈리로 사용될 경우 Tally 1에서 8과의 관계와 
입력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GPI/Tally] 메뉴 목록

[GPI/Tally] 메뉴를 표시하려면 [Setup] 메뉴를 표시하고 [GPI/Tally]가 선택된 상태에서 V1 조절기를 누릅니다.

탈리 입력 신호

1 SDI 1

2 SDI 2

3 SDI 3

4 SDI 4

5 DVI-1

6 HDMI-1/VIDEO 1

7 HDMI-2/VIDEO 2

8 HDMI-3/VIDEO 3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GPI Input 1 GPI 입력 1 접점의 작동 및 트리거 유형을 설정
합니다.

V3 Action 접점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SS1 ~ SS20

II-39

V4 Edge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Input 2 GPI 입력 2 접점의 작동 및 트리거 유형을 설정
합니다.

V3 Action 접점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SS1 ~ SS20

II-39

V4 Edge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Input 3 GPI 입력 3 접점의 작동 및 트리거 유형을 설정
합니다.

V3 Action 접점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SS1 ~ SS20

II-39

V4 Edge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Input 4 GPI 입력 4 접점의 작동 및 트리거 유형을 설정
합니다.

V3 Action 접점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SS1 ~ SS20

II-39

V4 Edge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Output/
Tally 1

GPI Output 1 또는 Tally 1을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Tally] 메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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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 Output/
Tally 2

GPI Output 2 또는 Tally 2를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Output/
Tally 3

GPI Output 3 또는 Tally 3를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Output/
Tally 4

GPI Output 4 또는 Tally 4를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Output/
Tally 5

GPI Output 5 또는 Tally 5을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Output/
Tally 6

GPI Output 6 또는 Tally 6을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GPI Output/
Tally 7

GPI Output 7 또는 Tally 7을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II-41[GPI/Tally] 메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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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 Output/
Tally 8

GPI Output 8 또는 Tally 8을 설정합니다. V2 Use 탈리 또는 GPI 출력
으로 사용할지 여부 
선택

Tally 및 GPIOut(GPI 
출력)

II-39

V3 Action GPI 출력으로 사용 
시 작동

NotUse, CT, AT, 
KeyCT, KeyAT, 
Aux1CT, Aux1AT, 
Aux2CT, Aux2AT

V4 Edge GPI 출력으로 사용 
시 트리거 유형

NotUse, Rise, Fall, 
Any

On Air 
Source

온에어(on-air) 탈리에 대한 참조 신호를 설정합
니다.

설정 값에 대한 참고
PGM: PGM에서 출력되는 입력 신호에 대한 탈

리 출력
Aux1: AUX 1에서 출력되는 입력 신호에 대한 

탈리 출력
Aux2: AUX 2에서 출력되는 입력 신호에 대한 

탈리 출력

V4 Source 온에어(on-air) 탈리
에 대한 참조 신호

PGM, Aux1, Aux2 −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참조 페이지
[GPI/Tally] 메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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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etup] 메뉴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Setup]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Setup] 메뉴를 표시하려면

메뉴 컨트롤 섹션에서 SETUP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항목을 선택하려면

[Setup] 메뉴를 표시한 다음 V1 조절기를 돌려 메뉴 항목
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설정(System)

[Setup] 메뉴 > [System] 메뉴의 항목에서 시스템 관련 설
정을 수행합니다.

지원되는 입력 참조 신호

본 제품에 대한 입력 참조 신호로 다음 신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 설명 참조 페이지

Startup Define 현재 설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기본 작동

System 시스템 관련 설정을 수행합니다. II-43

Audio 오디오 관련 설정을 수행합니다. II-45

Video (Input) 비디오 입력 관련 설정을 수행합
니다.

II-47

Video (XPT) 비디오 입력 신호를 교차점 버튼
에 할당합니다.

II-48

Video (Output) 비디오 출력 관련 설정을 수행합
니다.

II-49

Video (Misc) 기타 비디오 관련 설정을 수행합
니다.

II-50

Multi Viewer Multi Viewer를 설정합니다. 기본 작동

GPI/Tally GPI와 탈리 컨트롤 관련 설정을 수
행합니다.

II-39

Information 본 장치에서 다양한 정보를 표시
합니다.

II-50

Install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펌웨
어를 설치합니다.

II-50

신호 형식 입력 참조 신호

HD Tri Sync SD Black Burst

HD system 1080i/59.94 59.94 59.94

1080i/50 50 50

720p/59.94 59.94 59.94

720p/50 50 50

SD system 480i/59.94 − 59.94

576i/50 − 50
II-43개요 / 시스템 설정(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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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확인
( 조절기 누름 )

System 
Format

제품에서 사용할 형식 및 화면비를 설정합니다.
(c 기본 작동: "신호 형식 및 화면비 구성")

 팁
V3 또는 V4 조절기를 누를 경우 본 장치를 다시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V3 조절
기(OK)를 누른 다음,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켭니
다.

V3 Format 신호 형식 108059, 108050, 
720p59, 720p50, 
480i59, 576i50, 
Test1, Test2, Test3

필요

V4 Aspect 화면비 16:9, 4:3 필요

3D Mode 3D 시스템 사용 시 3D Mode를 사용합니다.
("3D Mode 사용"(II-38페이지) 참조)

V4 3D 3D Mode 사용/해제 Off, On 필요

System 
Reference

입력 참조 신호를 선택합니다.
BB (Black Burst): 블랙 버스트 신호
Tri (Tri Sync): HD 시스템용 3레벨 동기화
INT (Internal): 제품의 내부 참조 신호("지원되

는 입력 참조 신호"(II-43페이지) 참조)

 팁
V4 조절기를 누를 경우 본 장치를 다시 시작할
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V3 조절기(OK)
를 누른 다음,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켭니다.

V4 Ref 입력 참조 신호 BB, Tri, INT 필요

REF OUT 
Phase

기준으로 출력 비디오를 사용하여 출력 참조 신
호 위상을 선택합니다.

설정 값에 대한 참고
–1: 출력 비디오보다 앞선 한 라인
0: 출력 비디오와 같은 위상

 팁
V4 조절기를 누르면 본 제품을 다시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V3 조절기(OK)를 
누른 다음,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켭니다.

V4 Phase 출력 참조 신호 위
상

–1, 0 필요

Startup Mode 시작 시 본 제품에서 사용하는 설정 모드(시작 
모드)를 선택합니다.
Fact (Factory):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시작합

니다.
User: [Setup] 메뉴 > [Startup Define]에서 저장

된 설정 데이터를 사용해 시작됩니다.
(c 기본 작동: "설정 저장 및 선택")

V4 Def 시작 모드 Fact, User 필요

Date 본 제품의 내장 클록에 대한 날짜를 설정합니다.
(c 기본 작동: "날짜 및 시간 구성")

V2 Year 년 2000 ~ 2099 필요

V3 Month 월 1 ~ 12 필요

V4 Day 일 1 ~ 31 필요

Time 본 제품의 내장 클록에 대한 시간을 설정합니다.
(c 기본 작동: "날짜 및 시간 구성")

V3 Hour 시 0 ~ 23 필요

V4 Min 분 0 ~ 59 필요

LCD 
Backlight

메뉴 표시의 백라이트 밝기를 조정합니다. V4 Bright LCD 백라이트 밝기 Min(최소), 1, 2, 3, 
4, 5, 6, Max(최대) 

필요 없음

Language 메뉴에 언어가 표시되면 영어 또는 중국어
(간체)를 선택합니다.

V4 Lang 언어 Eng, Chi 필요
시스템 설정(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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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Audio)

오디오 신호 입력을 채널 페이더에 할당하고 [Setup] 메뉴 > [Audio] 메뉴의 항목에서 오디오 관련 설정 및 기타 설정을 
수행합니다.

SDI 출력 임베디드 오디오 및 오디오 신호 조합

다음 표는 가능한 출력 조합을 보여줍니다.

PGM 및 MIX는 쌍으로 취급됩니다.
• PGM/MIX가 L과 R 중 하나에 할당되면, 자동으로 다른 하나에 동일하게 할당됩니다.예를 들어, L이 "PGM-L"에 할
당되면 R은 "PGM-R"에 할당됩니다.

• 그런 다음, L과 R 중의 하나가 PGM/MIX 이외로 할당되면 다른 하나는 "None"으로 자동 할당됩니다.

[Audio]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임베디드 오디오 가능한 출력 조합

SDI 1 ~ 4(L) PGM-L MIX-L AUX1 AUX2 AUX1 AUX2 AUX1 AUX2 없음 없음

SDI 1 ~ 4(R) PGM-R MIX-R AUX1 AUX2 AUX2 AUX1 없음 없음 AUX1 AUX2

팁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Audio Input 
Assign 1

~
Audio Input 
Assign 6

AV Link 기능을 설정합니다. 오디오 입력 커넥터의 오디오 
신호 입력을 채널 페이더 1~6으로 할당합니다.
(c 기본 작동: "채널 페이더에 오디오 입력 신호 할당")

 팁
HD 모드에서 SDI 1 ~ 4와 HDMI 1 ~ 3은 쌍으로 취급됩니다.
• 내장 오디오가 L 과 R 중 하나에 할당되면 , 자동으로 다른 

하나에 동일하게 할당됩니다 .
• 그런 다음 , L 과 R 중의 하나가 임베디드 오디오 이외 , 즉 

L8 에 할당되면 다른 하나는 "NotUse" 로 자동 설정됩니다 .

V2 AV Link AV Link 사용/해제 Off, On

V3 Left L 오디오 신호 NotUse, M/L1, M/L2, 
M/L3, M/L4, M/L5, 
M/L6, L7, L8, SDI1L, 
SDI2L, SDI3L, SDI4L, 
HDMI1L, HDMI2L, 
HDMI3L

V4 Right R 오디오 신호 NotUse, M/L1, M/L2, 
M/L3, M/L4, M/L5, 
M/L6, L7, L8, SDI1R, 
SDI2R, SDI3R, SDI4R, 
HDMI1R, HDMI2R, 
HDMI3R

MIC/LINE 1 
Level

~
MIC/LINE 6 
Level

각 채널 페이더에 대한 마이크/라인 레벨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크 표시등에 빨간색이 켜지거나 오디오 신호가 입력 
중인데도 입력 신호 표시등이 켜지지 않을 경우 레벨을 조정
합니다.
(c 기본 작동: "채널 페이더에 오디오 입력 신호 할당")

V4 Level 입력 레벨 −44 dB, −20 dB, +4 dB

SDI OUT 
PGM Assign

PGM OUT/MIX OUT/AUX OUT 1/AUX OUT 2 커넥터의 오디
오 신호 출력을 SDI OUT의 PGM 커넥터의 임베디드 오디오 
출력에 할당합니다.

가능한 출력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45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
오 .

V3 Lef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L, MIX-L, 
AUX1, AUX2

V4 Righ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R, MIX-R, 
AUX1, AUX2

SDI OUT 
AUX1 Assign

PGM OUT/MIX OUT/AUX OUT 1/AUX OUT 2 커넥터의 오디
오 신호 출력을 SDI OUT의 AUX 1 커넥터의 임베디드 오디
오 출력에 할당합니다.

가능한 출력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45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
오 .

V3 Lef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L, MIX-L, 
AUX1, AUX2

V4 Righ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R, MIX-R, 
AUX1, AUX2

SDI OUT 
AUX2 Assign

PGM OUT/MIX OUT/AUX OUT 1/AUX OUT 2 커넥터의 오디
오 신호 출력을 SDI OUT의 AUX 2 커넥터의 임베디드 오디
오 출력에 할당합니다.

가능한 출력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45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
오 .

V3 Lef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L, MIX-L, 
AUX1, AUX2

V4 Righ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R, MIX-R, 
AUX1, AUX2
II-45오디오 설정(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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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I OUT 
MULTI 
VIEWER 
Assign

PGM OUT/MIX OUT/AUX OUT 1/AUX OUT 2 커넥터의 오디
오 신호 출력을 SDI OUT의 MULTI VIEWER 커넥터의 임베
디드 오디오 출력에 할당합니다.

가능한 출력 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I-45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
오 .

V3 Lef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L, MIX-L, 
AUX1, AUX2

V4 Right 할당할 오디오 신호 None, PGM-R, MIX-R, 
AUX1, AUX2

Audio Output 
Delay 1

프레임 기준으로 PGM OUT 및 MIX OUT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출력 비디오가 오디오와 관련하
여 지연될 경우 비디오와 동기화되도록 오디오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지연 시간을 조정하면 노이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V3 PGM PGM OUT 커넥터
에서 오디오 출력의 
지연 시간

0.00 ~ 7.50 frames 
(1.00)

V4 MIX MIX OUT 커넥터에
서 오디오 출력의 
지연 시간

0.00 ~ 7.50 frames 
(1.00)

Audio Output 
Delay 2

프레임 기준으로 AUX OUT 1 및 2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
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출력 비디오가 오디오와 관련하여 지
연될 경우 비디오와 동기화되도록 오디오를 지연시킬 수 있
습니다.

참고
지연 시간을 조정하면 노이즈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V3 AUX1 AUX OUT 1 커넥터
에서 오디오 출력의 
지연 시간

0.00 ~ 7.50 frames 
(1.00)

V4 AUX2 AUX OUT 2 커넥터
에서 오디오 출력의 
지연 시간

0.00 ~ 7.50 frames 
(1.00)

Output Level 각 출력 대상에 맞게 오디 출력 수준을 조정합니다.

 팁
SDI OUT PGM 커넥터에서 오디오 출력의 출력 수준은 오디
오 컨트롤 섹션의 프로그램 페이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V2 MIX MIX OUT 커넥터의 
출력 레벨

−∞ ~ +10 dB(0 dB)

V3 AUX1 AUX OUT 1 커넥터
의 출력 레벨

−∞ ~ +10 dB(0 dB)

V4 AUX2 AUX OUT 2 커넥터
의 출력 레벨

−∞ ~ +10 dB(0 dB)

Oscillator 조정에 사용할 발진기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설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팁
발진기 신호의 출력 대상이 [Term]에 설정되어 있을 때 [Freq]
에"Off"이외의 값이 선택되면 DIM 버튼에 불이 켜지고 헤드
폰 또는 모니터의 출력 레벨은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V2 Freq 발진기 신호의 주파
수

Off, 100 Hz, 440 Hz, 
1 kHz, 10 kHz

V3 Level 발진기 신호의 출력 
레벨

−∞ ~ 0 dB(–20 dB)

V4 Term 발진기 신호의 단자 None, PGM, MIX, 
AUX1, AUX2, All
(모든 출력 대상)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오디오 설정(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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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입력 설정(Video (Input))

[Setup] 메뉴 > [Video (Input)] 메뉴의 항목에서 비디오 입력 관련 설정을 수행합니다.

DVI 입력 신호 정보

• 본 제품의 신호 형식 설정(II-44페이지)에 따라 입력될 DVI 신호의 해상도를 다음 중 하나로 설정하십시오. 보통 이
미지는 다른 해상도로 획득할 수 없습니다.

DVI 입력 신호가 디지털로 설정된 경우 1920 × 1080이 아닌 해상도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VI 입력 신호의 이미지 크기는 화면비를 유지하면서 본 제품의 신호 형식의 화면에 맞게 조정됩니다.

[Video (Inpu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신호 해상도 1080i/59.94, 
1080i/50

720p/59.94, 720p/50, 
480i/59.94, 576i/50

아날로그 XGA (60 Hz) 1024 × 768 예 예

WXGA (60 Hz) 1280 × 768 예 예

SXGA (60 Hz) 1280 × 1024 예 예

디지털 HDTV (50 Hz) 1920 × 1080 예 −

HDTV (60 Hz) 1920 × 1080 예 −

팁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SDI1
~

SDI4

SDI IN 1 ~ 4 커넥터를 통해 입력할 SDI 신호를 설정합니다. V3 FS 프레임 싱크로나이
져

Off, On

V4 Name 입력 소스 이름 IN1 ~ IN8, CAM1 ~ 8, 
VTR1 ~ 8, PC1 ~ 8, 
SDI1 ~ 4, DVI, HDMI1 
~ 3, VIDEO1 ~ 3

DVI DVI-I IN 커넥터를 통해 입력할 신호의 형식 및 입력 소스 이
름을 설정합니다. 신호 형식을 변경할 경우 V3 조절기를 눌
러 변경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입력할 DVI 신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I 입력 신호 정

보 "(II-47 페이지 ) 를 참조하십시오 .
• DVI-I 입력 비디오 신호의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VI-I 커넥터에 대한 신호 입력 형식 구성 "(c 기본 작동 )
을 참조하십시오 .

V3 Format DVI-I 입력 비디오 
신호의 형식

XGA, SXGA, WXGA, 
HDTV50, HDTV60

V4 Name 입력 소스 이름 IN1 ~ IN8, CAM1 ~ 8, 
VTR1 ~ 8, PC1 ~ 8, 
SDI1 ~ 4, DVI, HDMI1 
~ 3, VIDEO1 ~ 3

HDMI1
~

HDMI3

HDMI IN 1 ~ 3 커넥터를 통해 입력할 HDMI 입력 신호의 입
력 소스 이름을 설정합니다.

V4 Name 입력 소스 이름 IN1 ~ IN8, CAM1 ~ 8, 
VTR1 ~ 8, PC1 ~ 8, 
SDI1 ~ 4, DVI, HDMI1 
~ 3, VIDEO1 ~ 3

VIDEO1
~

VIDEO3

VIDEO IN 1 ~ 3 커넥터를 통해 입력할 비디오 입력 신호의 페
데스탈 레벨 및 입력 소스 이름을 설정합니다.
페데스탈 레벨을 변경한 경우 V3 조절기를 눌러 수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V3 Setup 페데스탈 레벨 0IRE, 7.5IRE

V4 Name 입력 소스 이름 IN1 ~ IN8, CAM1 ~ 8, 
VTR1 ~ 8, PC1 ~ 8, 
SDI1 ~ 4, DVI, HDMI1 
~ 3, VIDEO1 ~ 3
II-47비디오 입력 설정(Video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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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점 버튼에 비디오 입력 신
호 할당(Video (XPT))

[Setup] 메뉴 > [Video (XPT)] 메뉴의 항목에서 교차점 버
튼(PGM 버튼 및 PST/KEY 버튼)에 비디오 신호를 할당합
니다.

설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차점 버튼에 비디오 신호 할
당"(c 기본 작동)을 참조하십시오.

3D Mode에서는 이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Shift 버튼 기능 사용

Shift 버튼으로 교차점 버튼 8/SHIFT을 사용하면 총 14개
의 자료(교차 버튼 1 ~ 7까지 7개, 교차 1 ~ 7 + Shift 버튼(
교차점 버튼 8/SHIFT)까지 8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 [XPT Shift Mode] (II-48 페이지 )

Shift 버튼 기능 사용 또는 해제 여부에 따라 교차 버튼에 
아래와 같이 번호가 할당됩니다.

Shift 버튼 기능: Off(비-shift 모드)

Shift 버튼 기능: On(shift 모드)

다음 표는 할당의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보여줍니다.

[Video (XP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팁

PGM/PST 교차점 
버튼

초기값

1 ~ 4 SDI IN 1 ~ 4(SDI1 ~ SDI4)

5 DVI (DVI)

6 ~ 8 HD 모드에서 HDMI IN 1 ~ 3 (H/V1 ~ H/V3)
SD 모드에서 VIDEO IN 1 ~ 3 (H/V1 ~ H/V3)

9 컬러 배경(ColBg)

10 프레임 메모리(FM)

11 프로그램 출력(PGM)

12 ~ 14 블랙 신호(Black)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Shift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XPT Assign 1
~

XPT Assign 
14

비디오 입력 커넥터로부터 입력되는 비디오 신호와 내부적
으로 생성된 신호를 교차점 버튼 1 ~ 14(PGM 버튼, PST/KEY 
버튼)에 할당합니다.

V4 Source 비디오 신호 Black, SDI1 ~ 4, DVI, 
H/V1 ~ 3, ColBg, FM, 
PGM

XPT Shift 
Mode

교차점 버튼 8을 shift 버튼으로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Hold: 이 버튼은 shift 버튼으로 작동하며, 이 버튼을 누른 상

태에서는 shift 측면의 교차점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Lock: 이 버튼은 shift 버튼으로 작동하며, 이 버튼을 누를 때

마다 shift 측면과 비-shift 측면의 할당 간에 전환됩니다.
Off: 이 버튼은 교차점 8 버튼으로 작동합니다.

V4 Mode Shift와 비-Shift 간
에 전환

Off, Hold, Lock
교차점 버튼에 비디오 입력 신호 할당(Video (X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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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출력 설정(Video (Output))

[Setup] 메뉴 > [Video (Output)] 메뉴의 항목에서 각 비디오 출력 커넥터에 할당할 비디오 출력 신호를 설정합니다.

3D Mode에서는 이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Video (Output)]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팁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SDI OUT 
PGM Assign

SDI OUT PGM 커넥터에 할당할 신호를 선택합니다.

설정 값에 대한 참고
PGM: 프로그램
PVW: 미리 보기
Aux1PG: Aux1 프로그램
Aux1PV: Aux1 프로그램
Aux2PG: Aux2 프로그램
Aux2PV: Aux2 프로그램
MV: 멀티 뷰어

V4 Output 비디오 신호 출력 PGM, PVW, Aux1PG, 
Aux1PV, Aux2PG, 
Aux2PV, MV

SDI OUT 
AUX1 Assign

SDI OUT AUX 1 커넥터에 할당할 신호를 선택합니다. V4 Output 비디오 신호 출력 PGM, PVW, Aux1PG, 
Aux1PV, Aux2PG, 
Aux2PV, MV

SDI OUT 
AUX2 Assign

SDI OUT AUX 2 커넥터에 할당할 신호를 선택합니다. V4 Output 비디오 신호 출력 PGM, PVW, Aux1PG, 
Aux1PV, Aux2PG, 
Aux2PV, MV

SDI OUT 
MULTI 
VIEWER 
Assign

SDI OUT MULTI VIEWER 커넥터에 할당할 신호를 선택합
니다.

V4 Output 비디오 신호 출력 PGM, PVW, Aux1PG, 
Aux1PV, Aux2PG, 
Aux2PV, MV

DVI OUT 
AUX Assign

HD 모드에서 DVI-D OUT 커넥터와 SD 모드에서 VIDEO 
OUT AUX 커넥터에 할당할 신호를 선택합니다.

V4 Output 비디오 신호 출력 PGM, PVW, Aux1PG, 
Aux1PV, Aux2PG, 
Aux2PV, MV

DVI OUT 
MULTI 
VIEWER 
Assign

DVI-D OUT MULTI VIEWER 커넥터에 할당할 신호를 선택
합니다.

V4 Output 비디오 신호 출력 PGM, PVW, Aux1PG, 
Aux1PV, Aux2PG, 
Aux2PV, MV

VIDEO VIDEO OUT AUX 커넥터를 통해 출력되는 비디오 출력 신호
의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페데스탈 레벨을 변경한 경우 V4 조절기를 눌러 수정 사항을 
확인합니다.

V4 Setup VIDEO OUT AUX 
커넥터의 페데스탈 
레벨 설정

0IRE, 7.5IRE
II-49비디오 출력 설정(Video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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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디오 관련 항목의 설정(Video (Misc))

[Setup] 메뉴 > [Video (Misc)] 메뉴의 항목에서 비디오 관련 기타 설정을 수행합니다.

[Video (Misc)]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

다양한 정보 표시
(Information)

[Setup] menu > [Information]의 항목에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설치(Install)

[Setup] 메뉴 > [Install]에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장치에 설치합니다.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는 한 번에 함께 
설치됩니다.

1 USB 메모리에 설치하려는 소프트웨어를 복사한 다
음 , USB 메모리를 본 제품의 USB 포트에 끼웁니다 .

설치할 소프트웨어를 다음 폴더에 복사합니다 .
폴더 이름 : \Sony\MCS\INSTALL

2 [Setup] 메뉴 > [Install] 메뉴를 표시한 다음, V4 조절기
를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제품을 다시 시작할지 묻는 메시지
가 나타납니다 .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 ("E" 가 표
시되지 않음 ) 을 확인합니다 .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나타나는 메시지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 메시지 목록 "(II-51 페이지 ) 을 참조하십
시오 .

3 V3 조절기 (OK) 를 누른 다음 ,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켭
니다 .

4 [Setup] 메뉴의 [Information] 에서 응용 프로그램 소프
트웨어와 펌웨어의 버전 정보를 .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완료
하기 전에 장치를 끄는 경우 장치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메뉴 항목 설명 조절기 파라미터 의미 설정 범위

Switch 
Timing

비디오의 스위칭 타이밍을 설정합니다.

 팁
신호 형식이 720p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 선택은 할 수 없
습니다.

V4 Timing 스위칭 타이밍 Any(처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필드), 
Field1(첫째 필드), 
Field2(두 번째 필드)

Fade To 
Black

전환 컨트롤 섹션의 FTB 버튼을 사용 또는 사용 안 합니다. V4 Button FTB 버튼 사용/사
용 안 함

Enbl(사용), Disbl(사용 
안 함)

팁

팁

팁

참고
기타 비디오 관련 항목의 설정(Video (Misc)) / 다양한 정보 표시(Information) /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설치(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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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목록

작동하는 동안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형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전에 다음 목록을 보고 해결 방법을 확인하십시
오. 문제가 지속되면 나타난 메시지 번호를 적어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메시지 예:

다음과 같은 메시지 유형이 있습니다 .
 ( 오류 ): 작동 불능 , 오작동 또는 기타 심각한 오류
를 나타냅니다 .

 ( 경고 ): 계속 작동시킬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을 나타냅니다 .

 ( 정보 ): 알림을 나타냅니다 .

오류

0001

Rate

30
SS Mon

PGM

File 4203

Selec t

USB memory is not recognized.
Confirm the USB memory.

Enter

메시지 유형

메시지 ID

메시지

ID 메시지 ( 영어 ) 번역 해결 방법

4001 An internal fan is stopped. 
Please turn off the system immediately.

내부 팬이 멈추었습니다. 
즉시 시스템을 끄십시오.

팬이 정지하였습니다. 즉시 장치를 끄고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002 The temperature in the system is rising. 
Please turn off the system immediately.

시스템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시 시스템을 끄십시오.

시스템 내부 온도가 높습니다. 즉시 장치를 끄고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003 Unable to start.
Please restart.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장치를 다시 시작해보십시오. 다시 시작되지 않
으면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004 Unable to start.
Please restart.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장치를 다시 시작해보십시오. 다시 시작되지 않
으면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005 Unable to start.
Please restart.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장치를 다시 시작해보십시오. 다시 시작되지 않
으면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201 Loading configuration file error. 구성 파일 로딩 오류 선택한 구성 파일이 MCS-8M 지원 파일이 아니
거나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4202 Saving configuration file error.
Please retry.

구성 파일 저장 오류.
다시 시도하십시오.

구성 파일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USB 플래시 드
라이브가 오작동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II-51메시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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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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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4203 USB memory is not recognized.
Confirm the USB memory.

USB 메모리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USB 메모리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USB 플래시 드라이브 모델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작동이 확인된 경우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손
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4204 Formatting USB memory error.
Please retry.

USB 메모리 포맷 오류.
다시 시도하십시오.

4205 Reading folder/file error.
Confirm the folder/file.

폴더/파일 읽기 오류.
폴더/파일을 확인하십시오.

4206 Making folder/file error.
Please retry.

폴더/파일 만들기 오류.
다시 시도하십시오.

4207 Importing error.
Please retry.

가져오기 오류.
다시 시도하십시오.

4208 Exporting error.
Please retry.

내보내기 오류.
다시 시도하십시오.

4209 More than 99 files exist in the folder. 폴더에 99개 이상의 파일이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폴더 내 파일 
개수가 99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파일
을 삭제하십시오.

4210 No file in the folder.
Confirm the folder.

폴더에 파일이 없습니다.
폴더를 확인하십시오.

가져오기 소스로 사용되는 USB 플래시 드라이
브의 폴더에 파일이 없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
이브의 폴더를 확인하십시오. 

폴더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SB 메모리 포맷
"(II-36 페이지 ) 참조하십시오 .

4211 No data to export.
Confirm the source.

내보낼 데이터가 없습니다.
소스를 확인하십시오.

내보내기로 지정한 데이터가 장치에 없습니다. 
내보내기로 지정한 프레임 메모리, 스냅샷 또는 
기타 데이터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4212 Importing error.
Unsupported format.

가져오기 오류.
지원되지 않는 형식.

가져올 수 있는 TGA, TIFF 및 BMP 파일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II-32페이지 참조)

4213 Folder/File name error.
The name can use only an alphanumeric 
character.

폴더/파일 이름 오류.
이름에는 영문자와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폴더 이름과 파일 이름에 영문자와 숫자만 사용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ID 메시지 ( 영어 ) 번역 해결 방법

ID 메시지 ( 영어 ) 번역 해결 방법

3001 No reference signal input.
Please confirm the reference cable properly 
configured.

참조 신호 입력 상태가 감지되지 않았습니
다. 
참조 케이블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입력 참조 신호를 [BB] 또는 [Tri]에 설정하였지
만 참조 신호 입력이 없습니다.
[System Reference]를 [INT]에 설정하거나 적절한 
참조 신호를 연결하십시오.
(II-44페이지 참조)

3002 Reference signal unlocked. 
Please confirm the reference cable properly 
connected.

참조 신호 잠금 해제 상태가 감지되었습니
다. 
참조 케이블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참조 신호 입력 주파수가 시스템 형식의 주파수
가 일치하지 않거나 잠겨 있지 않습니다. 참조 신
호 입력을 확인하십시오.
("[System] 메뉴에 대한 세부 정보"(II-44페이지))

3003 The signal format of HDMI IN 1 differs from 
the system format.

HDMI IN 1의 신호 형식이 설정과 다릅니
다. 
신호 형식을 시스템 형식과 일치시키십시
오.

HDMI IN 1 커넥터의 입력 신호 형식이 시스템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시스템 형식
과 일치시키십시오.

3004 The signal format of HDMI IN 2 differs from 
the system format.

HDMI IN 2의 신호 형식이 설정과 다릅니
다. 
신호 형식을 시스템 형식과 일치시키십시
오.

HDMI IN 2 커넥터의 입력 신호 형식이 시스템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시스템 형식
과 일치시키십시오.

3005 The signal format of HDMI IN 3 differs from 
the system format.

HDMI IN 3의 신호 형식이 설정과 다릅니
다. 
신호 형식을 시스템 형식과 일치시키십시
오.

HDMI IN 3 커넥터의 입력 신호 형식이 시스템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시스템 형식
과 일치시키십시오.
메시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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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D 메시지 ( 영어 ) 번역 해결 방법

1101 The setting is changed. 
Perform "Startup Define", and then restart.

설정이 변경되었습니다. "Startup Define"를 
수행한 다음,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시스템 형식 또는 3D 모드를 변경하거나 시
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 나타납니다.
[Startup Define]를 실행하여 장치를 다시 시작하
십시오.

1102 Finished. Please restart.
M: xx/B: xx/F: xx/R: xx/Font: xx
FPGA1: xx/2: xx/3: xx/4: xx

M: Main 
B: Boot 
F: Firmware 
R: Register 
Font: Font 

xx:
• "O": OK
• "E": Error
• "–": Not installed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M: xx/B: xx/F: xx/R: xx/Font: xx
FPGA1: xx/2: xx/3: xx/4: xx

M: 기본을 나타냅니다 .
B: 부트를 나타냅니다 .
F: 펌웨어를 나타냅니다 .
R: 레지스터를 나타냅니다 .
Font: 글꼴을 나타냅니다 .

xx:
• "O": 이상무
• "E": 오류
• "–": 설치되지 않음

이는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펌웨어 설치
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나타납니
다.
"E"(오류)가 나타나면 다시 설치하십시오. 문제
가 계속되면 가까운 Sony 담당자에게 문의하십
시오.

1103 Import Finished. 
Please restart.

가져오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는 구성 파일 가져오기가 완료되었을 때 나타
납니다. 제품을 다시 시작합니다.
II-53메시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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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인

색인

숫자
3D Mode   II-38, II-44
3D 시스템   II-37

A
ACCESS/PFL 버튼   I-8, I-33, II-29
Aspect   II-16, II-24, II-27
Audio   I-19
Audio Channel 메뉴   II-29

AUX OUT Assign   II-30
Equalizer High   II-30
Equalizer Low   II-30
Equalizer Mid   II-30
Filter   II-29
Input Trim   II-29
Limiter/Compressor   II-30
MIX OUT Assign   II-30
Pan   II-30
PGM Assign   II-30

Audio Input Assign   I-19, II-45
Audio Output Delay   II-46
Audio 메뉴   II-45

Audio Input Assign   II-45
Audio Output Delay   II-46
MIC/LINE Level   II-45
Oscillator   II-46
Output Level   II-46
SDI OUT AUX Assign   II-45
SDI OUT MULTI VIEWER

 Assign   II-46
SDI OUT PGM Assign   II-45

Auto Adjust Execute   I-30, II-25
Auto Chromakey 메뉴   II-25

Auto Adjust Execute   II-25
Sample Mark   II-25
Sample Mark Adjust   II-25

AUTO TRANS 버튼   I-10, I-25, II-8
AUX 1 버튼   I-10
AUX 2 버튼   I-10
AUX OUT Assign   II-30
AV Link   I-20

B
BKGD 버튼   I-10, I-11, I-34
Border Adjust   II-23
Border Matte Adjust   II-23

C
CH ON 버튼   I-8, I-32
Chr   I-30
Chr Key Adjust   II-25

Chr Key Window   II-26
Chr Key Window Adj   II-26
Chromakey Auto Adj   I-30, II-23
Chromakey Manual Adj   II-23
Color BKGD   II-8
Color Cancel   II-26
Color Cancel Adjust   II-26
Compressor   II-30
Crop H   II-17
Crop V   II-17
CUT 버튼   I-11, I-24

D
Date   I-17
Date and Time   I-17
Digital Multi Effect   II-8, II-19
DIM 버튼   I-8, I-33
Dimmer   I-33
DIRECT/ESC 버튼   I-11, I-26, I-27
DME   II-8, II-19
DME Wipe Adjust   II-15
DME Wipe Bkgd Color   II-15
DME Wipe Edge   II-15
DME Wipe Edge Color   II-15
DME Wipe Modify 메뉴   II-17

Crop H   II-17
Crop V   II-17
Positioner   II-17
Positioner Adjust   II-17
Size   II-17

DME 와이프   II-12
기본 작동   II-12
세부 조정   II-13

DVI   I-18, II-47
DVI OUT AUX Assign   II-49
DVI OUT MULTI VIEWER 

Assign   II-49
DVI Vdeo Inputs   I-18
DVI 입력 신호   II-47

E
EFF 버튼   I-26, II-10, II-15, II-18
EFF 버튼

   I-9, I-10, I-11, I-27, I-28, I-29
Effect   I-25
Effect Transition   II-15
Effect 메뉴   II-15

DME Wipe Adjust   II-15
DME Wipe Bkgd Color   II-15
DME Wipe Edge   II-15
DME Wipe Edge Color   II-15
Effect Transition   II-15
Wipe Adjust   II-15
Wipe Edge   II-15
Wipe Edge Color   II-15

ENTER 버튼   I-11, I-27, I-34

Equalizer High   II-30
Equalizer Low   II-30
Equalizer Mid   II-30
Export   II-33
Export Config   II-34
Export Snapshot   II-35

F
F1 버튼   I-9
F2 버튼   I-9
Fade To Black   II-50
File 메뉴   II-34, II-35

Export Config   II-34
Export Snapshot   II-35
Import Config   II-34
Import Snapshot   II-35
USB Memory Format   II-36

FILE 버튼   I-9, II-34
Fine Key   II-24
Fine Key Adjust H   II-24
Fine Key Adjust V   II-24
FM 버튼   I-9, II-31
Frame Memory Freeze   II-32
Frame Memory 메뉴

   II-31, II-32, II-33
Export   II-33
Frame Memory Freeze   II-32
Import   II-32
Input Freeze   II-31
Select   II-31

FTB 버튼   I-10, II-8, II-50

G
GPI Input   II-40
GPI Output   II-39
GPI Output/Tally   II-40
GPI 입력   I-41, II-39
GPI 출력   I-41
GPI/Tally 메뉴   II-40

GPI Input   II-40
GPI Output/Tally   II-40
On Air Source   II-42
Setup 메뉴   II-40

H
HDMI   II-47

I
Import   II-32
Import Config   II-34
Import Snapshot   II-35
Input Freeze   II-31
Input Trim   II-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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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ey DME Wipe   II-23
Key DME Wipe Modify 메뉴   II-28

Positioner   II-28
Positioner Adjust   II-28
Size   II-28

Key Edge Type   II-23
Key Fill Mat Adjust   II-22
Key Fill/Src Select   II-22
Key Invert   II-23
Key Mask   II-23
Key Mask Box H   II-23
Key Mask Box V   II-23
Key Soft Edge   II-24
KEY TRANS 버튼   II-8, II-19, II-22
Key Type Select   I-28, I-30, II-22
Key Wipe   II-23
Key Wipe Edge   II-23
Key Wipe Modify 메뉴   II-26
Key Wipe 메뉴

Aspect   II-27
Multi   II-27
Multi Adjust   II-27
Positioner   II-26
Positioner Adjust   II-26
Rotation   II-26
Rotation Adjust   II-27

Key 메뉴   II-22
Border Adjust   II-23
Border Matte Adjust   II-23
Chromakey Auto Adj   II-23
Chromakey Manual Adj   II-23
Fine Key   II-24
Fine Key Adjust H   II-24
Fine Key Adjust V   II-24
Key DME Wipe   II-23
Key Edge Type   II-23
Key Fill Mat Adjust   II-22
Key Fill/Src Select   II-22
Key Invert   II-23
Key Mask   II-23
Key Mask Box H   II-23
Key Mask Box V   II-23
Key Soft Edge   II-24
Key Transition   II-22
Key Type Select   II-22
Key Wipe   II-23
Key Wipe Edge   II-23
Lin Key Adjust   II-22
Lin Key Mode   II-22
Lum Key Adjust   II-22
Lum Key Mode   II-22
Resizer   II-22

KEY 버튼   I-9, I-10, I-11, I-28, I-34, 
II-18, II-19, II-22

L
LCD Backlight   II-44
Limiter   II-30
Limiter/Compressor   II-30
Lin Key Adjust   II-22
Lin Key Mode   II-22
Location   II-24
Lum   I-28
Lum Key Adjust   II-22
Lum Key Mode   II-22

M
Manual Chromakey 메뉴   II-25

Chr Key Adjust   II-25
Chr Key Window   II-26
Chr Key Window Adj   II-26
Color Cancel   II-26
Color Cancel Adjust   II-26

MENU1 및 2 개 버튼   I-9
MIC/LINE Level   I-21, II-45
MIC/LINE 레벨   I-21
Misc 메뉴   II-8

Color BKGD   II-8
Port Enable   II-8
Transition Rate   II-8

MISC 버튼   I-9, II-8
Mix   I-25, I-26, II-19
MIX OUT Assign   II-30
MIX 버튼   I-10, I-26, I-28, I-29, II-18
MONITOR LEVEL 
조절기   I-8, I-33

MONITOR LEVEL 조절기   I-33
MONITOR SEL 버튼   I-8, I-32
Multi   II-16, II-27
Multi Adjust   II-16, II-27
Multi Viewer   I-23

N
NAM   I-36, II-8
Non-Additive Mix   II-8

O
On Air Source   II-42
Oscillator   II-46
Output Level   II-46

P
Pan   II-30
PFL   I-33
PGM Assign   II-30
PGM 교차점 버튼   I-10, I-17, I-24
PinP   I-36, II-13
Port Enable   II-8
POS 버튼   I-9, II-11, II-13

Positioner   II-16, II-17, II-26
Positioner Adjust

   II-16, II-17, II-26, II-28
Pre-Fade Listen   I-32
PST/KEY 교차점 
버튼   I-10, I-17, I-24

R
REF OUT Phase   II-44
Resizer   II-22
Resizer 메뉴   II-24

Aspect   II-24
Location   II-24
Rotation   II-25
Rotation Mode   II-24

Rotation   II-16, II-26
Rotation Adjust   II-16, II-27
Rotation Mode   II-24

S
Sample Mark   I-30, II-25
Sample Mark Adjust   I-30, II-25
SDI   II-47
SDI OUT AUX Assign   II-45, II-49
SDI OUT MULTI VIEWER 

Assign   II-46, II-49
SDI OUT PGM Assign   II-45, II-49
Select   II-31
Setup 메뉴   II-40, II-43, II-45, II-47, 

II-48, II-49, II-50
Audio   II-45
Information   II-50
Install   II-50
Multi Viewer   I-23
Startup Define   I-34
System   II-43
Video (Input)   II-47
Video (Misc)   II-50
Video (Output)   II-49
Video (XPT)   II-48

Setup 메뉴를   II-40
GPI/Tally 메뉴를   II-40

SETUP 버튼   I-9, I-16, I-17, I-18, 
II-43

SHIFT   II-48
Signal Assign   I-23
Size   II-17
SNAPSHOT 버튼   I-11, I-33
Startup Define   I-34
Startup Mode   II-44
STORE 버튼   I-11, I-33
System Format   I-16, II-44
System Reference   II-44
System 메뉴   II-44

3D Mode   II-44
Date   II-44
II-55색인



II-56

  색
인

LCD Backlight   II-44
REF OUT Phase   II-44
Startup Mode   II-44
System Format   II-44
System Reference   II-44
Time   II-44

T
Tally Output   II-39
Time   I-17
Transition Rate   II-8

U
USB Memory Format   II-36

V
V1   I-10
V2   I-10
V3   I-10
V4   I-10
VIDEO   II-47
Video (Input)   I-18
Video (Input) 메뉴   II-47

DVI   II-47
HDMI   II-47
SDI   II-47
VIDEO   II-47

Video (Misc) 메뉴   II-50
Fade To Black   II-50
Switch Timing   II-50

Video (Output) 메뉴   II-49
DVI OUT AUX Assign   II-49
DVI OUT MULTI VIEWER 

Assign   II-49
SDI OUT AUX Assign   II-49
SDI OUT MULTI VIEWER 

Assign   II-49
SDI OUT PGM Assign   II-49
VIDEO   II-49

Video (XPT)   I-18
Video (XPT) 메뉴   II-48

XPT Assign   II-48
XPT Shift Mode   II-48

Viewer Mode   I-23

W
Wipe   II-8
Wipe Adjust   II-15
Wipe Edge   II-12, II-15
Wipe Edge Color   II-15
Wipe Modify 메뉴   II-16

Aspect   II-16
Multi   II-16
Multi Adjust   II-16
Positioner   II-16

Positioner Adjust   II-16
Rotation   II-16
Rotation Adjust   II-16

X
XPT Assign   I-18, II-48
XPT Shift Mode   II-48
X-Y 포인터   I-9, II-11, II-13

ㄱ
가져오기   II-32, II-34, II-35

구성 데이터   II-34
스냅샷   II-35
이미지   II-32

교차점 버튼   I-17, I-24
비디오 신호 할당   I-17
스위칭   I-24

교차점 컨트롤 블록   I-10
구성 데이터   II-34

ㄴ
내보내기   II-33, II-34, II-35

구성 데이터   II-34
스냅샷   II-35
프레임 메모리   II-33

ㄷ
다음 전환 선택 버튼   I-10, I-11

BKGD 버튼   I-10, I-11
KEY 버튼   I-10, I-11

도어   I-36

ㅁ
멀티 뷰어   I-22
메뉴

보기   I-9
작동   I-10

메뉴 선택 버튼   I-9
EFF 버튼   I-9, II-15
FILE 버튼   I-9, II-34
FM 버튼   I-9, II-31
KEY 버튼   I-9, II-22
MENU1 및 2 개 버튼   I-9
MISC 버튼   I-9, II-8
SETUP 버튼   I-9, I-16, I-17, 

I-18, II-43
메뉴 컨트롤 블록   I-9
메시지 목록   II-51
모자이크   I-36
문제 해결   I-37
미리보기 비디오   I-22
믹스   I-36

ㅂ
버스 위임   I-34, II-9

BKGD 버튼   I-34
KEY 버튼   I-34

버스 위임 버튼   I-10
AUX 1 버튼   I-10
AUX 2 버튼   I-10
BKGD 버튼   I-10
KEY 버튼   I-10, I-28, II-18, 

II-19
비디오 스위칭   I-24, II-7
비디오 입력 블록   I-13
비디오 출력 블록   I-13

ㅅ
사양   I-38
색도 키   I-27, I-29
선형 키   I-27, II-20

세부 조정   II-20
설정   II-43
설정 저장   I-34
순간 정지   II-31
숫자 버튼 (0 ~ 9)   I-11, I-26
숫자 키패드   I-26
숫자 키패드 블록   I-11
스냅샷   I-33, II-35

리콜   I-34
저장   I-33

슬라이드   I-36
시스템 구성 보기   II-5

3D 시스템   II-6
HD 시스템   I-7
SD 시스템   II-5

신호 형식   I-16

ㅇ
압축   I-36
오디오   I-32

모니터링   I-32
믹싱   I-32

오디오 레벨 측정기   I-8, I-32
오디오 모니터 영역   I-9
오디오 믹싱   II-29
오디오 입력   I-21
오디오 입력 블록   I-12
오디오 입력 신호   I-19
오디오 출력 블록   I-12
오디오 컨트롤 블록   I-8
와이프   I-25, I-36, II-10, II-19

기본 작동   II-10
세부 조정   II-10

와이프 패턴   II-10
이퀄라이저   II-30
입력 신호 표시등   I-8, I-21
입력 참조 신호   II-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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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잘라내기   II-13
전면 패널   I-8
전환 속도   I-26
전환 속도 영역   I-9
전환 유형   II-8
전환 유형 선택 버튼   I-10

EFF 버튼   I-10, I-28, I-29, II-10, 
II-18

MIX 버튼   I-10, I-26, I-28, I-29, 
II-18

전환 컨트롤 블록   I-10
전환 표시등   I-11, I-25
제품 켜기 / 끄기   I-15
조절기 1 ~ 4

증분 조정   I-10
조절기 1 ~ 4(V1 ~ V4)   I-9
직접 선택   I-26

ㅊ
참조 신호 입력 / 출력 블록   I-13
채널 페이더   I-8, I-19, I-32
초점 흐리게   I-36

ㅋ
키   I-27, II-18

기본 작동   II-18
세부 조정   II-19

키 유형   II-20
키 전환   II-19

ㅌ
탈리 입력   I-41

ㅍ
페이더 레버   I-25
프레임 메모리   II-31
프레임 입출력   I-25, I-36
프로그램 비디오   I-22
프로그램 페이더   I-8, I-32
플립 텀블   I-36
피크 표시등   I-8, I-21
핀 구성   I-40

ㅎ
화면비   I-16
효과   I-25
효과 패턴 목록   I-36
휘도 키   I-27, I-28, II-20

세부 조정   II-20
희미하게   I-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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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서에 포함된 자료는 Sony Corporation의 재산인 정
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설명서에 설명된 장비의 구입
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ony Corporation은 Sony Corporation의 명시적인 서면 승
인 없이 본 설명서 부분의 복제 또는 본 설명서에 설명된 
장비의 작동이나 유지보수 이외의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
지합니다.

상표
HDMI, HDMI 로고 및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는 HDMI Licensing LLC 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이 문서에 인용한 기타 제품 이름 또는 시스템 이름은 각 
소유자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또한, ® 또는 ™ 기호는 텍스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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