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XW-X200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캠코더

PXW-X200은 3개의 1/2인치 타입 풀 HD Exmor™ CMOS 센서를 탑재한 고품질 핸디 캠코더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이미지 센서를 통해 고감도 저노이즈를 구현했습니다.

독립된 포커스, 줌 및 아이리스 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정밀 촬영이 가능합니다. PXW-X200은 고품질 XAVC로 레코딩이 가능하여 

뉴스 취재,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을 발휘해 줍니다.

이 외에도 PXW-X200은 빌트인 무선 조작 기능을 통해 리모트 컨트롤, 파일 전송, 스마트폰/태블릿 장치를 통한 모니터링, 

스트리밍*1등을 제공합니다.

*1 스트리밍 기능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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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능

무선 기능

새로운 1/2인치 타입 3CMOS 이미지 센서

PXW-X200은 새로 개발된 3개의 1/2 인치 타입 Full HD Exmor CMOS 센서

(1920 x 1080)를 탑재하여 고해상도, 고감도, 저노이즈 및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합니다. 이 이미지 센서를 통해 PXW-X200은 1080/59.94i에서 

F12, 1080/50i에서 F13이라는 고감도를 구현합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조명 

상황에서 전문적인 촬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입니다.

3.5인치 타입 QHD(960x540) 컬러 LCD 패널

PXW-X200에는 정밀한 포커스 제어가 가능하고 판독이 용이한 대형 3.5인치 

타입 QHD 칼라 LCD 패널이 있습니다. 이 LCD 패널에는 촬영 작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표시됩니다.

슬로우 & 퀵 모션

PXW-X200에서는 슬로우 & 퀵 모션 기능이 제공됩니다. 1080P 및 720P 

포맷에서 모두 1fps에서 최대 60fps까지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하여 

고품질 슬로우 모션이나 퀵 모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1/2인치 타입 17x 줌 렌즈

PXW-X200에는 새로 개발된 17배 줌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컴팩트 

바디 렌즈는 29.3mm에서 499mm까지(35mm급) 줌할 수 있으므로 촬영 및 

여러 상황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렌즈에는 포커스, 줌, 

아이리스 독립적 수동 제어 링이 있습니다. 각 기능에는 물리적 엔드 스톱과 

절대 표시가 있어 정밀 조정이 가능합니다.

파일 전송 및 스트리밍

제공된 무선 LAN 모듈을 부착하기만 하면 간단히 PXW-X200에서 무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매품 인터넷 라우터나 프록시를 

연결하면 고해상도 파일을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촬영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편집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PXW-X200에는 스트리밍 기능이 있습니다*3. 별매품 LTE USB 모듈*4

을 장착하면 라이브 비디오와 오디오를 원격 위치에서 스트리밍, 감상 및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NFC

NFC(Near Field Communication) *5  기능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수동 설정 없이 원터치로 손쉽게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무선 LAN 연결이 

가능합니다. Content Browser Mobile*6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현재 

촬영한 비디오를 모니터링하고 포커스, 줌, 아이리스, 화이트 밸런스, REC 

START/STOP 등과 같은 캠코더 설정을 무선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선택 가능한 프레임 레이트는 카메라에서 선택한 CODEC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2015년 초).

*4 이 기능은 호환되는 모듈에서만 작동합니다.

*5 NFC는 PXW-X200과 NFC 탑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장치 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에 사용됩니다.

*6 이 애플리케이션은 Google Play Store나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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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기능

인터페이스

멀티 포맷 레코딩

PXW-X200에는 XAVC 레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4:2:2 10비트 샘플링을 통해 

MPEG-4 AVC/H.264 CODEC에서 효율적으로 풀 HD(1920x1080) 해상도 

이미지를 압축합니다. XAVC에서 사용자는 최대 112Mbps 인트라 프레임 압축 

또는 50/35/25Mbps의 고효율 Long GOP 압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XAVC 인트라/Long GOP 외에도 PXW-X200은 MPEG-2 HD422(50Mbps), 

MPEG-2 HD420(35/25Mbps), MPEG IMX(50Mbps), DV(25Mbps)로 

레코딩합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CODEC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XAVC Long CODEC, 1080/59.94P 또는 50P뿐 아니라 1080/59.94i, 

50i 등도 선택 가능합니다.

4채널 24비트 48kHz LPCM 오디오는 XAVC 및 MPEG-2 HD422로 레코딩되며 

4채널 16비트 48kHz LPCM은 MPEG-2 HD420으로 레코딩됩니다.

SDI, HDMI 및 i.LINK

PXW-X200은 SDI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전문 제품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SDI 커넥터는 3G, HD 및 SD 전환 가능하며 1080/59.94P, 50P, 

59.94i, 50i, 720/59.94P, 50P 또는 SD 신호를 출력합니다. PXW-X200에는 

단순 신호 변환 기능이 있고 캠코더가 1080/59.94P(50P)로 설정된 동안 

모니터링을 위해 1080/59.94P(50P)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PXW-X200을 HDMI를 통해 HD 디스 

플레이 장치에 연결하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LINK 커넥터는 SP 1440(FAT) 

모드를 선택할 경우 HDV에 사용 

가능하며 DVCAM(FAT) 모드를 선택 

하면 DV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 및 젠록

PXW-X200에는 타임코드 입출력(선택 가능)과 젠록 입력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여러 캠코더로 촬영할 때 유용합니다. 캠코더끼리 

비디오 신호 타이밍과 타임코드를 동기화할 수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여러 

캠코더의 비디오 클립을 취합할 때 유용합니다.

멀티 인터페이스(MI) 슈*10

옵션 LCD 비디오 조명 HVL-LBPC 또는 옵션 무선 마이크 시스템 UWP-D가 

MI 슈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멀티 인터페이스(MI) 슈에 장착되는 액세서리를 

PXW-X200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조명이 장착된 경우 캠코더에서 

해당 조명을 끄고 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 수신기의 경우 캠코더에서 전원을 

공급하며 오디오 케이블 연결 없이 수신기에서 캠코더로 신호가 입력됩니다.

동시 레코딩*9

PXW-X200에는 2개의 SxS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동시 레코딩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이 두 메모리 

카드에 콘텐츠를 동시에 레코딩하며 

메모리 카드의 백업 사본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9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2015년 초).

유연한 레코딩 미디어 선택

PXW-X200은 전문 비디오 제작 애플리케이션 전용으로 개발된 안정적인 

SxS PRO+, SxS PRO 및 SxS-1 메모리 카드를 레코딩 미디어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SxS 메모리 카드는 빠른 데이터 전송을 통해 후반 제작 워크플로우의 

속도를 단축해 줍니다. PXW-X200을 SxS 메모리 카드와 결합하면 레코딩 중 

전원 손실이나 메모리 카드 분리로 인해 파일이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복원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7.

나아가 적합한 어댑터를 통해 XQD 카드, Memory Sticks*8 및 SDHC 카드*8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시 레코딩

캐시 레코딩을 활성화하면 PXW-X200이 오디오와 비디오를 내장 메모리로 

연속적으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REC START/STOP 버튼을 누르면 

레코딩 클립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캠코더 메모리에 버퍼링된 콘텐츠가 메모리 

미디어로 레코딩됩니다. 캐시 시간은 최대 15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뉴스를 취재할 때와 같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을 때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클립 컨티뉴어스 레코딩(Clip Continuous Rec.)

연속 레코딩 기능을 활성화하면 복수 클립을 하나의 클립으로 레코딩 한 다음 

파일을 NLE(넌리니어 편집) 시스템으로 손쉽게 인제스트 할 수 있습니다.

*7 콘텐츠 복원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8 일부 메모리 카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MI 슈는 2015년 초로 예정된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활성화됩니다.



HVL-LBPCBC-U1/BC-U2 UWP-D11/UWP-D12BP-U30/BP-U60/
BP-U60T/BP-U90
충전식 배터리 팩

배터리 충전기/AC 어댑터 배터리 비디오 조명 무선 마이크 패키지 MI 슈 마운트 어댑터
* UWP-D11/UWP-D12를 
  사용하는 케이블 없는 조작에 필요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SBS-64G1A/SBS-32G1A
SxS-1 메모리 카드

QD-G128A/QD-G64A/
QD-G32A
XQD G 시리즈 메모리 카드

SBP-128B/SBP-64B
충전식 배터리 팩

MS-HX32B/MS-HX16B/
MS-HX8B
Memory Stick PRO-HG Duo™

ECM-VG1SMAD-P3

QDA-EX1
XQD ExpressCard 어댑터

ECM-MS2

MEAD-SD02
SD 카드 어댑터
(XDCAM 시리즈용)

 

ECM-673

MEAD-MS01
XDCAM EX용 Memory 
Stick 어댑터

SF-32UX2/SF-16UX/
SF-8UX
SDHC 메모리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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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허가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기능 및 규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량과 치수는 모두 대략적인 값입니다.

Sony와 Sony 로고는 Sony의 상표입니다.

Memory Stick 및 관련 로고는 Sony의 상표입니다.

AVCHD 및 AVCHD 로고는 Panasonic Corporation과 Sony의 상표입니다.

XDCAM, MPEG HD422, SxS, XQD, MS 및 관련 로고는 Sony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지원되는 액세서리

치수

단위: mm(인치)

Distribu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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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드 ~ 후면 패널

*2 후드 ~ BNC

PXW-X200
중량 약 2.4kg(본체)

약 2.8kg(렌즈 후드, 아이컵, BP-U30 배터리, SxS 메모리 카드 사용 시)
치수(너비x높이x깊이)*1 168 x 161 x 331mm(돌출부 제외)
사용 전원
소비 전력

DC12 V
약 18W(LCD 모니터 Off, EVF On, I/O Select Off 및 무선 기능 Off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약 23W(LCD On, EVF Off, HD-SDI 출력 및 무선 기능 On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작동 온도
보관 온도
배터리 작동 시간

0℃ ~ 40℃
-20℃ ~ +60℃
배터리 팩 BP-U90 사용 시: 약 4.5시간
(LCD Off, EVF On, I/O Select Off 및 무선 기능 Off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배터리 팩 BP-U60 사용 시: 약 3시간
(LCD Off, EVF On, I/O Select Off 및 무선 기능 Off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배터리 팩 BP-U30 사용 시: 약 1.5시간
(LCD Off, EVF On, I/O Select Off 및 무선 기능 Off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레코딩 포맷
(비디오) 

<exFAT> XAVC-I 모드: CBG, 최대 112Mbps, MPEG-4 H.264/AVC
- 192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280x720/59.94P, 50P
XAVC-L 50 모드: VBR, 최대 50Mbps, MPEG-4 H.264/AVC
- 1920x1080/59.94P, 50P, 59.94i, 50i, 29.97P, 23.98P, 25P
- 1280x720/59.94P, 50P
XAVC-L 35 모드: VBR, 최대 35Mbps, MPEG-4 H.264/AVC
- 1920x1080/59.94P, 50P, 59.94i, 50i, 29.97P, 23.98P, 25P
XAVC-L 25 모드: VBR, 최대 35Mbps, MPEG-4 H.264/AVC
- 1920x1080/59.94i, 50i
MPEG HD422 모드: CBR, 50Mbps, MPEG-2 422P@HL
- 192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280x720/59.94P, 50P, 29.97P, 23.98P, 25P
MPEG HD422 HQ 모드: VBR, 최대 35Mbps, MPEG-2 MP@HL
- 192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44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280x720/59.94P,50P,23.98P(2-3 풀다운)
DVCAM 모드: CBR, 25Mbps, DVCAM
- 720x480/59.94i, 29.97PsF
- 720x576/50i, 25PsF

 
 

 
 
 

 
 
 
 

 
 

 
 

 
 
 
 

 
 

<UDF> MPEG HD422 모드: CBR, 50Mbps, MPEG-2 422P@HL
- 192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280x720/59.94P, 50P, 29.97P, 23.98P, 25P
MPEG HD422 HQ 모드: VBR, 최대 35Mbps, MPEG-2 MP@HL
- 192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44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280x720/59.94P,50P,23.98P(2-3 풀다운)
MPEG IMX50 모드: CBR, 50Mbps, MPEG-2 422P@ML 인트라
- 720x486/59.94i, 29.97PsF
- 720x576/50i, 25PsF
DVCAM 모드: CBR, 25Mbps, DVCAM
- 720x480/59.94i, 29.97PsF
- 720x576/50i, 25PsF

 
 
 

 
 
 
 

 
 

 
 

 

<FAT> MPEG HD422 HQ 모드: VBR, 최대 35Mbps, MPEG-2 MP@HL
- 192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440x1080/59.94i, 50i, 29.97P, 23.98P, 25P
- 1280x720/59.94P,50P, 29.97P, 25P, 23.98P
MPEG HD420 SP 모드: CBR, 25Mbps, MPEG-2 MP@H-14
- 1440x1080/59.94i, 50i, 23.98p(2-3 풀다운)
DVCAM 모드: CBR, 25Mbps, DVCAM
- 720x480/59.94i, 29.97PsF
- 720x576/50i,25PsF

 
 
 
 

 
 

 
 

Proxy: H.264
- 1280x720: 9Mbps
- 640x360: 3Mbps
- 480x270: 1Mbps
- 480x270: 500Kbps

 

 
 

레코딩 포맷
(오디오) 

<exFAT> XAVC-I 모드: LPCM 24비트, 48kHz, 4채널
XAVC-I 모드: LPCM 24비트, 48kHz, 4채널
MPEG HD422 모드: LPCM 24비트, 48kHz, 4채널
MPEG HD422 HQ 모드: LPCM 16비트, 48kHz, 4채널
DVCAM 모드: LPCM 16비트, 48kHz, 4채널

 
 

 
 

<UDF> MPEG HD422 모드: LPCM 24비트, 48kHz, 4채널
MPEG HD422 HQ 모드: LPCM 16비트, 48kHz, 4채널
IMX50 모드: LPCM 24/16비트, 48kHz, 4채널
DVCAM 모드: LPCM 16비트, 48kHz, 4채널

 
 

 

<FAT> MPEG HD422 HQ 모드: LPCM 16비트, 48kHz, 4채널
MPEG HD420 SP 모드: LPCM 16비트, 48kHz, 4채널
DVCAM 모드: LPCM 16비트, 48kHz, 2채널

 
 

프록시: AAC-LC, 48kHz, 128kbps, 2채널

PXW-X200
렌즈
렌즈 마운트
줌 배율
초점거리

고정
17배(광학), 서보/매뉴얼
f = 5.6-95.2mm
(35mm급: 29.3-499mm)

 

아이리스
포커스

F1.9-F16 및 Close, 오토/매뉴얼 선택 가능
800mm ~ ∞(Macro Off), 
50mm ~ ∞(Macro On, Wide), 
800mm ~ ∞(MACRO ON, Tele), 
AF/MF/Full MF 선택 가능

 
 

이미지 흔들림 보정
필터 직경

On/Off 선택 가능, 렌즈 시프트
M77mm, 피치 0.75mm

카메라 구성부
이미징 디바이스(타입)
유효 화소
내장 ND 필터
감도

3칩 1/2인치 타입 "Exmor" Full HD CMOS
1920(H) x 1080(V)
Clear, 1: 1/8ND, 2: 1/64ND
F12(표준, 1920 x 1080/59.94i 모드)
F13(표준, 1920 x 1080/50i 모드)

 

신호대잡음비
셔터 속도
Slow & Quick Motion 기능

57dB(Y) (일반)
1/32 ~ 1/2,000초
XAVC 인트라/롱 모드:
- 1080P: 1-30 및 60fps(NTSC 설정), 1-25 및 50fps(PAL 설정)
- 720P: 1-60fps(NTSC 설정), 1-50fps(PAL 설정)
MPEG HD422 모드:
- 1080P: 1-30fps(NTSC 설정), 1-25fps(PAL 설정)
- 720P: 1-60fps(NTSC 설정), 1-50fps(PAL 설정)
MPEG HD422 HQ 모드:
- 1080P: 1 ~ 30fps
- 720P: 1-60 fps

 
 

 
 

 
 

 
 

White Balance
GPS*2

무선 기능
NFC

사전 설정(3200K), 메모리 A, 메모리 B/ATW
지원
지원
지원

Input/Output
오디오 입력
HDMI 출력
SDI Output
컴포지트 출력
/GENLOCK-IN
오디오 출력
USB
TC 입력/출력
렌즈 리모트 제어
DC 입력
슈
헤드폰 출력
옵션

XLR 타입 3핀(암) (x2)
타입 A(x1)
BNC(x1), 3G/HD/SD 선택 가능
BNC(x1) 

A/V 멀티 커넥터(x1)
USB 장치, mini-B(x1)
BNC(x1)
8핀, 라운드(x1)
DC 단자(x1)
멀티 인터페이스 슈(x1)
스테레오 미니 단자 Ø3.5mm(x1)
4핀 타입 A(x1)

모니터링
뷰파인더
LCD

0.45인치 컬러 LCD: 852(H) x 480(V), 16:9
3.5인치 컬러 LCD 모니터: 960(H) x 3(RGB) x 540(V), 16:9

내장 마이크
내장 마이크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미디어
Type ExpressCard/34 슬롯(2) (XAVC/MPEG/IMX/DV용)

SD/SDHC(1) (프록시용)
 

기본 제공 액세서리
렌즈 후드(1), 캠코더에 들어 있음
EVF 대형 아이컵(1), 캠코더에 사전 설치
적외선 리모트 커맨더(1)
무선 LAN 모듈 IFU-WLM3(1)
액세서리 슈 키트(1)
배터리 팩 BP-U30(1)
배터리 충전기 BC-U1(1)
전원 코드(1)
USB 케이블(1)
오디오 연결 케이블(1)
숄더 스트랩(1)
리튬 배터리(데이터 백업용 CR2032) (1), 캠코더에 사전 설치
리튬 배터리(IR 리모트 캠코더용 CR2025) (1), 캠코더에 사전 설치
보증서(1)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1)
CD-ROM "사용 설명서" (1)

 
 

 
 

 
 
 

 
 

 
 

 
 

 
 

*1   치수는 근사치입니다.
*2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펌웨어 버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2015년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