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ology    1



2   

무한한 창의력의 가능성

영화 산업은 그 역사가 시작된 이래 거의 언제나 필름을 레코딩 미디어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1999년 소니는 디지털 프로덕션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24p 디지털 모션 

픽쳐 프로덕션 시스템을 출시했고, 2006년에는 세계 최초의 4K 디지털 시네마 프로젝션 시스템을 출시하여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 4K 해상도에 대한 수요 증대를 이끌었으며, 획기적인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인 소니 F65에 출시에 이어 

이제 4K 제품군을 강화하는 뛰어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소니는 렌즈가 렌더링 한 이미지를 가장 뛰어난 충실도로 캡처 하기 위해 CineAlta™ 4K 촬영 제품을 센서부터 

코덱까지의 ‘토털 이미징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시네마토그래퍼들이 창의적 비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Super 

35mm 이미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및 색영역, 고감도, 고속 레코딩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첨단 기술을 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소니의 미션은 기술 또는 경제의 변화와 상관 없이 언제나 더 나은 품질을 요구하는 크리에이티브 업계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소니는 이미지 품질과 비주얼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CineAlta 로고는 이를 반영하여 

‘무한한 창의력의 가능성’과 ‘끊임 없는 완벽한 기술의 추구’를 의미하기도 하는 ‘무한함’을 상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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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5  CineAlta Premium 4K Camera

CineAlta 4K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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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CineAlta 4K Camera F55  CineAlta 4K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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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소니 수석 엔지니어들이 혁신적인 센서, 이미지 프로세서 및 레코딩 

미디어를 만들어 내기 위해 수년 간 노력한 끝에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이미지 품질의 새로운 CineAlta 4K 카메라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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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Globo에서 F65로 제작

첨단 이미지 센서는 CineAlta 4K 카메라의 핵심입니다. F65에는 8K 센서가 탑재되었으며 F55와 F5에는 다른 종류의 4K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Super 35mm 8K/4K CMOS 센서는 정밀한 텍스처와 낮은 애일리어싱의 뛰어난 8K/4K/QFHD/2K/HD 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하며, 포스트 프로덕션 및 최종 영상이 2K/HD인 경우에도 일반 HD 카메라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슈퍼샘플링 2K/HD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HD에서 8K까지 탁월한 이미지

Super 35mm 8K/4K CMOS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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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레이션용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용입니다.

F55는 다른 CMOS 센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젤로 효과”와 “플래시 

밴딩”을 완전히 해결한 신개발 프레임 이미지 스캔 기술을 탑재하여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나 플래시 라이트로 넘치는 기자 회견도 자신 있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젤로 효과” 및 “플래시 밴딩” 해결

프레임 이미지 스캔

CineAlta 4K 카메라인 F55의 경우 2K/HD(F5는 120fps)*¹에서 최고 180fps, 

F65로는 4K에서 120fps의 가변 속도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하이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에서는 수퍼 슬로우모션 이펙트를 만들어 일상적인 장면을 극적인 

장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¹  55와 F5에서 60fps보다 하이 프레임 레이트 (HFR) 레코딩은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F55에서 AXS-R5 RAW 레코더를 사용한 2K RAW의 최고 240fps(F5는 120fps)도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극적 순간 캡처

하이 프레임 레이트 (H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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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Alta 4K 카메라의 새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내 이미지 프로세서는 무려 14스톱의 노출 관용도, 고감도 및 저노이즈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카메라는 주변광만으로도 실내 또는 실외를 선명한 이미지로 캡처 하며 강한 햇빛에서도 씬의 명암을 

아름답게 담아 냅니다.

인간 시력의 한계를 넘다

넓은 노출 관용도, 고감도 및 저노이즈

일러스트레이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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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Alta 4K 카메라는 짙은 그림자에서 밝은 하이라이트까지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캡처 하며 프린트 필름보다 더 넓은 

색영역으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트루 컬러를 정밀 재현합니다. 컬러리스트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 포스트 프로덕션 시 매우 

유연한 컬러 보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필름보다 풍부한 컬러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및 색영역

F65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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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S PRO+ 카드

SBP-128B

SxS 카드 리더/라이터

SBAC-US20

소니는 워크플로우 효율성과 최적화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는 새로운 XAVC™ 레코딩 포맷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포맷은 MPEG-4 AVC/H.264 압축 코덱을 사용하고 TV 프로그램부터 장편 

영화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HD, 2K, QFHD 및 4K 해상도*¹를 지원합니다. XAVC는 HD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와 4K 60p 프로덕션에 비용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어 4K 콘텐츠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XAVC는 또한 업계 선도적 제조업체들이 지원하는 공개 포맷이기도 합니다.

• HD, 2K, QFHD 및 4K 해상도 지원*¹

• MPEG-4 AVC/H.264 비디오 압축

• 4:4:4, 4:2:2, 4:2:0 10비트 컬러 샘플링

• 23.98p, 24p, 25p, 29.97p, 50p 및 59.94p에서 네이티브 포맷 비디오 레코딩*²

• F55의 경우 2K/HD에서 최고 180fps로 슈퍼 슬로우 모션 캡처*³

• F55 및 F5에서 신개발 SxS PRO+ 메모리 카드로 XAVC 레코딩

*¹  F55 및 F5 지원 포맷의 경우 QFHD 및 4K는 F55에서만 지원됩니다. 2K 및 QFHD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²  XAVC 4K 레코딩은 F5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F55에서 24p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³  F5의 경우 120fps. 출시 시 XAVC HD에서 최고 60fps까지 지원됩니다. 기타 하이 프레임 레이트 (HFR) 레코딩은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HD에서 4K를 위한 비용 효율적 프로덕션 시스템

새 XAVC 비디오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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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SM 카드는 소니 고유의 고속 레코딩 기술을 채택하여 각각 512GB의 용량과 

2.4Gbps(300MB/s)의 일관적 전송 속도로 F55에서 AXS-R5 RAW 레코더 사용 시 

최고 60p의 4K RAW 데이터와 최고 240fps*¹의 2K RAW 데이터를 레코딩 합니다. 

또한 AXSM 카드에는 일반 exFAT 파일 시스템이 지원되므로 특별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없이 USB 3.0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일을 컴퓨터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AXS-CR1 카드 리더를 통해 컴퓨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니는 F55 및 F5 센서의 모든 4K RAW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간편하고 비용 효율적인 초고속 대용량 레코딩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에 

따라 AXSM™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더 쉽고 빠른 RAW 워크플로우

AXSM 시스템

AXSM 카드

AXSM 카드

AXS-512S24

AXSM 카드 리더

AXS-CR1

RAW 레코더

AXS-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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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5
F65는 시네마 프로덕션에 최적화된 

최고 사양의 CineAlta 카메라입니다.



• DVF-EL100 OLED 디지털 뷰파인더 지원

• 2개의 독립 SDI 출력(SDI1: LUT, ACES 등, SDI2: 확대, 클립 레벨 표시등 등)

• 48p 프로덕션 지원

*¹ F65RAW(F65RAW-SQ, F65RAW-Lite 및 F65RAW-HFR) 및 MPEG4 SStP가 지원됩니다.

*² 201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센서
8K RAW

MPEG4 SStP로터리 
셔터

넓은
색영역

• Super 35mm 8K CMOS 이미저(2,000만 픽셀)

• 기계적 로터리 셔터 및 ND 필터

• 넓은 색영역 및 트루 컬러 재현

• 14스톱의 노출 관용도

• 고감도(ISO 800) 및 저노이즈

• SR-R4 레코더*¹를 통해 SRMemory™ 카드에 온보드 레코딩

• F65RAW-HFR에서 최고 120fps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

• 새로운 RAW 뷰어로 6K에서 고급 디모자이크 지원

F65 CineAlta Premium 4K Camera

8K CMOS 센서, 프리미엄 이미지 품질, 4K 120p 레코딩

F65 업그레이드 키트(CBK-65EL)*²

14     F65

F65 + R4

HD 1 ~ 60 fps

1 ~ 120 fps

CBK-65EL: 디지털 뷰파인더 인터페이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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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화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을 갖

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4K 이미지

에서는 디지털은 디지털이고 필름은 필름이라는 생각 때문에 “필름 느낌”을 

사용하는 것을 꺼렸었는데 디지털에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

다. 관용도가 상당히 커서 일반 모니터에서도 그림자와 하이라이트에서 무엇

이 촬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큰 혁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조도 

성능도 뛰어나고 색공간도 마음에 듭니다. 정말 큰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 F65로 촬영한 Taylor Swift의 최신 뮤직 비디오 촬영 기사 Paul Laufer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열 번 이상 촬영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큰 3D 이미지

로 도시 자체와 다양한 이미지를 캡처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촬영은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해상도로 촬영하고 싶

었고 소니 F65가 그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 카메라의 8K 이미지 품

질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 F65로 촬영한 “예루살렘 3D IMAX” ASC 사진 감독 Reed Smoot

Taylor Swift의 최신 뮤직 비디오. 사진 © Nigel Barker.© 2012 Film and Digital Times, Inc.

Film and Digital Times 잡지 2012년 9월호 50-51에서 발췌.

© 2012 Film and Digital Times, Inc.

CC3D 리그에 F65 카메라 두 대를 장착한 모습 사진 © Francis Hanneman.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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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F5
F55와 F5는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컴팩트 한 바디로 동일한 액세서리를 

지원하지만 기능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F55는 HD에서 4K 프로덕션까지 

지원하고 F5는 2K/HD 프로덕션에 최적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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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¹  출시 시 XAVC 4K/HD 및 MPEG2 HD가 지원됩니다. XAVC QFHD/2K 및 MPEG4 SStP(Simple  

 Studio Profile) HD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XAVC 4K/QFHD 및 MPEG4 SStP HD는  

 SxS PRO+에서만 지원됩니다.

*²  출시 시 4K RAW가 지원됩니다. 2K RAW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³  출시 시 최고 60fps(XAVC HD)가 지원됩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180fps(XAVC 2K/HD),  

 60fps(XAVC 4K/QFHD), AXS-R5를 통해 240fps(2K RAW), AXS-R5를 통해 60fps(4K RAW)가  

 지원됩니다.

*⁴  출시 시 XAVC 4K/MPEG2 HD의 동일한 SxS PRO+ 카드에 동시 레코딩이 지원됩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XAVC QFHD/MPEG2 HD 레코딩이 지원됩니다.

 또한 출시 시 F55를 통해 XAVC/MPEG2 HD 및 AXS-R5를 통해 4K RAW로 동시 레코딩이  

 지원됩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XAVC/MPEG2 HD 및 2K RAW가 지원됩니다.

• Super 35mm 4K CMOS 이미저(890만 유효 픽셀)

• 프레임 이미지 스캔으로 왜곡 제거

• 넓은 색영역 및 트루 컬러 재현

• 14스톱의 노출 관용도

• 고감도(ISO 1250) 및 저노이즈

• 카메라 내 SxS 카드에 레코딩*¹

• AXS-R5를 통해 AXSM 카드에 온보드 RAW 레코딩*²

• 높은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³

• 동시 레코딩*⁴

• 컴팩트 한 모듈형 디자인

• PL 마운트(기본 제공 렌즈 마운트 어댑터 사용)

F55 CineAlta 4K Camera

4K CMOS 센서, 트루 컬러 재현, HD - 4K 

프로덕션을 위한 프레임 이미지 스캔

센서
4K
프레임 이미지 

스캔

넓은
색영역

F55 R5

4K
QFHD

2K 2K

4K

HD

1 ~ 60 fps 1 ~ 60 fps

1 ~ 240 fps1 ~ 180 fps

1 ~ 180 fps

~ 30p

~ 30p/60i (1080)
50p/59p (720)

XAVC RAW

RAWXAVC

XAVC

MPEG2

MPEG4 SS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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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4K

F5 R5

1 ~ 120 fps 1 ~ 120 fps

1 ~ 60 fps

1 ~ 120 fps

~ 30p

XAVC

RAW

RAW

XAVC

MPEG4 SStP

MPEG2

2K

4K

2K

HD

~ 30p/60i (1080)
50p/59p (720)

*¹  출시 시 XAVC/MPEG2 HD가 지원됩니다. XAVC 2K 및 MPEG4 SStP HD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MPEG4 SStP HD는 SxS PRO+에서만 지원됩니다.

*²  출시 시 4K RAW가 지원됩니다. 2K RAW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³  출시 시 최고 60fps(XAVC HD)가 지원됩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120fps(XAVC 2K/HD), AXS- 

 R5를 통해 120fps(2K RAW), AXS-R5를 통해 60fps(4K RAW)가 지원됩니다.

*⁴ 출시 시 F5를 통해 XAVC/MPEG2 HD 및 AXS-R5를 통해 4K RAW로 동시 레코딩이 지원됩니다.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XAVC/MPEG2 HD 및 2K RAW가 지원됩니다.

• Super 35mm 4K CMOS 이미저(890만 유효 픽셀)

• 풍부한 컬러 재현

• 14스톱의 노출 관용도

• 고감도(ISO 2000) 및 저노이즈

• 카메라 내 SxS 카드에 레코딩*¹

• AXS-R5를 통해 AXSM 카드에 온보드 RAW 레코딩*²

• 높은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³

• 동시 레코딩*⁴

• 컴팩트 한 모듈형 디자인

• PL 마운트(기본 제공 렌즈 마운트 어댑터 사용)

F5 CineAlta 4K Camera

4K CMOS 센서, 뛰어난 슈퍼샘플링 

2K/HD 이미지, 4K RAW 레코딩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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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와 F5는 실시간 4K 출력을 포함하여 네 개의 3G-SDI 출력을 통해 호환 

모니터와 강력한 연결 기능을 제공합니다(F55만 해당). 또한 HDMI, USB, 분리형 

XLR 오디오 입력 커넥터, 타임코드, 젠록, DC 연결 등을 제공하여 촬영 상황에 

최적의 구성을 구축해 줍니다.

효율적으로 배치된 커넥터 레이아웃

HDMI OUT(F55: 최대 4K 60p)

타임코드 IN/OUT(전환 가능)

디지털 뷰파인더 인터페이스

HD Sync/HD-Y(전환 가능)

x 2 XLR 3핀 오디오 입력 커넥터(분리 가능)

윗면 밑면

4 x SDI OUT(구성 가능)

•  4K 60p 라인 출력용 4 x 3G-SDI  

 (F55만 해당)

•  라인 출력용 2 x HD-SDI 및  

 모니터 출력용 2 x HD-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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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와 F5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컨트롤을 제공하여 쉽고 빠르게 

설정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 3.5인치 LCD 패널을 탑재하였으며, 직접 

누르는 원터치 어사인 버튼으로 프레임 레이트, 셔터 속도, 노출 인덱스 및 모니터 

LUT를 포함한 6개의 주요 셋업값을 저장해 두고 자주 사용하는 조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1. 쉽게 탐색하는 MENU 다이얼

2. 현재 상태 표시

3. 카테고리 메뉴 4개(카메라, 파일, 오디오/TC, 보기)*

4. 자주 사용하는 설정 항목에 대한 직접 액세스 버튼 6개

5. 어사인 버튼 4개(다른 측면에 하나)

6. 조작 오류 방지를 위한 잠금 키

* 파일 및 오디오/TC 메뉴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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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와 F5는 컴팩트 한 모듈형 디자인의 카메라 바디에 새로 개발된 뷰파인더, 

RAW 레코더 및 4K 모니터를 포함한 토탈 카메라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여 4K 

및 향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므로 타겟 프로젝트에 따라 카메라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토탈 카메라 시스템 솔루션
1. 3.5인치 QHD LCD 뷰파인더

2. 0.7인치 720 HD OLED 뷰파인더

3. 7인치 Full HD LCD 뷰파인더

4. PL/T2 렌즈 세트

5. RAW 레코더

6.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

7. 숄더 어댑터

8. SxS PRO+ 카드

9. AXSM 카드

10. SxS 카드 리더/라이터

11. AXSM 카드 리더

12. 30인치 4K LCD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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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소니는 F55 및 F5와 함께 RAW 레코더, 4K 모니터 등 새로 개발한 

액세서리를 출시하여 개별적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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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와 F5용으로 PL 마운트 프라임 렌즈 6종이 새로 개발되었으며 포커스 길이가 

20, 25, 35, 50, 85, 및 135m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렌즈는 4K 캡처가 가능하며 

기하학적 왜곡, 비네팅 및 브리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모든 렌즈는 아퍼처 T2

와 같은 공통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렌즈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9날 

아이리스는 아름다운 보케를 표현하고 포커스 링은 240° 회전됩니다. 또한 기본 

제공된 PL 마운트 어댑터를 제거하면 원래 FZ 마운트를 통해 F55 및 F5에 FZ 

마운트 렌즈를 직접 장착할 수 있으며 SLR 및 DSLR 렌즈는 타사 어댑터를 통해 

장착 가능합니다. 단, 광학적 열화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렌즈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입니다.

PL 마운트 프라임 렌즈

6x PL 마운트 프라임 렌즈 세트

SCL-PK6

파워 줌 렌즈

SCL-Z18X140

PL 렌즈 광각 줌

SCL-P11X15

PL 마운트 어댑터

(F55 및 F5에 기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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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M-X300은 현장에서 4K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30인치*¹ 4096 x 2160 해상도 

모니터로서 소니 고유의 TRIMASTER™ 기술 아키텍처를 탑재하여 뛰어난 컬러와 

영상을 구현합니다.

PVM-X300 TRIMASTER 4K Monitor

PVM-X300은 4K 콘텐츠를 쉽게 플레이백 하는 옵션 4K 

플레이어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XAVC 4K 및 XAVC HD

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을 지원하는 신제품 SxS 

PRO+ 고속 메모리 미디어를 플레이어에 삽입하면 4K 

카메라 이미지와 넌리니어 편집 시스템의 4K 프로그램을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상되기 쉬운 고가의 

HDD 외장 플레이어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유선 

연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4K SxS 플레이어(옵션)*

• 30인치*¹, 4096 x 2160

• 트루 4K RGB 10비트 LCD, IPS 넓은 시야각, ITU-R BT.709 색공간

• 다양한 4K 인터페이스: 3G SDI(x4), HDMI(x4), Display 포트(x2)*²

• XAVC 4K/HD(옵션)용 4K SxS 플레이어*²

• F55와 HDMI x1 케이블 연결(최대 4K 60p)

• 컨트롤 시스템 선택 가능(컨트롤 패널, 옵션 BKM-16R 컨트롤 유닛*², PC*²)

• 줌*², 카메라 포커스,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

• 마커 표시*², 자동 화이트 조정*²

PMW-F55

XAVC 4K/HD
썸네일 클립 작업**

일러스트레이션용입니다.

* 모니터 펌웨어 버전 1.1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넌리니어 편집 시스템**

*¹ 767.1mm(대각선으로 측정한 가시 영역)

*² 모니터 펌웨어 버전 1.1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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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및 워크플로우
F55와 F5는 다양한 레코딩 시스템, 워크플로우 및 시스템 구성으로 프로덕션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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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레코딩 포맷이 모든 프로덕션에 적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F55와 F5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레코딩 포맷과 

레코딩 미디어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이 16비트 리니어 RAW 포맷은 12비트 RAW보다 16배 더 많은 톤 값으로 4K/2K

에서 캡처 된 모든 정보를 담는 최고의 포맷으로 F65RAW 워크플로우에서 

지원됩니다. SRMASTER™ 제품을 위한 초고속 및 

대용량 미디어

AXSM 시스템 제품을 위한 초고속, 대용량 및 비용 

효율적 미디어

고속, 대용량, 컴팩트 및 호환 미디어

이 표준 포맷은 하이엔드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및 프로그램 교환용이며 SR 

코덱이라고도 합니다. 탁월한 영상 품질로 시각적 손실이 없는 코덱이며 보편화된 

SR 워크플로우에 지원됩니다.

차세대 H.264/AVC 인트라 프레임 코딩인 이 포맷은 HD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 및 

4K 60p 프로덕션에 비용 효율적인 환경을 구축해 주고 뛰어난 효율성과 아름다운 

10비트 영상으로 HD부터 4K까지 지원합니다.

HD TV 프로덕션의 표준 포맷입니다. 50Mbps 4:2:2 코덱은 매우 견고하여 뛰어난 

영상과 컴팩트 한 파일을 제공하며 폭넓은 타사 지원을 바탕으로 워크플로우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레코딩 시스템

레코딩 포맷 레코딩 미디어



F55RAW
F5RAW

4K
4096 × 2160 16

23.98/24/25/29.97/
50/59.94p

1 ~ 60 fps (F55/F5 + R5)
AXSM

2K*
2048 × 1080 16

23.98/24/25/29.97p
(S&Q 에만 해당)

포맷 해상도 컬러 샘플링 비트 깊이 프레임 레이트** S&Q*** 레코딩 미디어

1 ~ 240 fps (F55 + R5)
1 ~ 120 fps (F5 + R5)

XAVC

4K (F55 only)
4096 × 2160 422 10

23.98/24/25/29.97/
50/59.94p

1 ~ 60 fps
SxS PRO+

QFHD (F55 only)*
3840 × 2160 422 10

23.98/25/29.97/
50/59.94p

1 ~ 60 fps

2K*
2048 × 1080 422 10

23.98/24/25/29.97/
50/59.94p

1 ~ 180 fps (F55)
1 ~ 120 fps (F5) SxS PRO+

SxS PROHD
1920 × 1080 422 10

23.98/25/29.97/
50/59.94p

1 ~ 180 fps (F55)
1 ~ 120 fps (F5)

MPEG4 SStP* HD
1920 × 1080

422 10
444 10

23.98/24/25/29.97p SxS PRO+

MPEG2

HD
1920 × 1080 422 8

23.98/25/29.97p
50/59.94i  SxS PRO+

SxS PRO
SxS-1HD

1280 × 720 422 8 50/59.94p

F65RAW
4K

4096 × 2160
이상

16
23.98/24/25/29.97/
50/59.94p

1 ~ 60 fps (F65RAW-SQ/Lite)
1 ~ 120 fps (F65RAW-HFR)

SRMemory

MPEG4 SStP HD
1920 × 1080

444 12
444 10
422 10

23.98/24/25/29.97PsF
50/59.94p (422 10비트만 해당) 1 ~ 60 fps SRMemory

포맷 해상도 컬러 샘플링 비트 깊이 프레임 레이트 Select FPS 레코딩 미디어

비트 리니어

비트
비트
비트

*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레임 레이트는 출시 시 지원됩니다. 다른 프레임 레이트는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 출시 시 XAVC HD에서 최고 60fps까지 지원됩니다. 기타 높은 프레임 레이트 레코딩은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됩니다.

F55/F5 레코딩 포맷

F65 + R4 레코딩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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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EG2 F55/F5

F55/F5

XAVC

XAVC

F55

AXS-CR1

AXS-CR1

SBAC-US20

SBAC-US20

SBAC-US20

F65

F55

F5

+

+

+

SR-R4

AXS-R5

AXS-R5

SRPC-5, SR-PC4, SR-D1

F65 +

F55/F5

SR-R4 SRPC-5, SR-PC4, SR-D1

SBAC-US20

소니는 포스트 프로덕션에 최대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16비트 리니어 ACES*¹ 워크플로우를 포함한 여러 4K 

워크플로우를 제공합니다. 단, 작업용 카메라에도 비용 효율적인 호환 툴을 이용한 실용적 HD 워크플로우가 필요하므로 

두 가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니 RAW 뷰어

RAW 워크플로우 파트너

소니 Content Browser

XAVC 워크플로우 파트너

소니 SR 뷰어

SRMASTER 파트너

소니 Content Browser

XAVC 워크플로우 파트너

소니 Content Browser

MPEG2 NLE 파트너

*¹ ACES: Academy Color Encoding Specification.

워크플로우

4K 워크플로우

HD 워크플로우

장편 영화
TV 특집 프로그램
광고

저예산 영화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저예산 영화
TV 특집 프로그램
VFX

TV 특집 프로그램

일반 TV
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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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5와 F5는 매우 작고 가벼운 모듈형 구성으로 각 작업 또는 각 샷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카메라 모두 소니가 

새로 설계한 액세서리와 업계 표준 액세서리를 지원하여 간단한 다큐멘터리 촬영부터, 짚 플라잉, Steadicam 작업, 정식 

영화 촬영까지, 모든 촬영 스타일에 맞는 유연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0.7” 720 HD OLED VF
DVF-EL100

리모트 컨트롤 유닛
RM-B170

PL 마운트 프라임 렌즈 세트

SCL-PK6/F 또는 /M

SCL-PK3/F 또는 /M

숄더 어댑터 VCT-FSA5

SxS 카드
SBP-128B/64B

SxS 리더/라이터
SBAC-US20

RAW 레코더
AXS-R5

AXSM 카드
AXS-512S24

AXSM 카드 리더
AXS-CR1

30” 4K 모니터
PVM-X300

3.5” QHD LCD VF
DVF-L350

디맨드 컨버터 박스
CBK-DCB01

매트 박스 Follow Focus 브리지 플레이트

7” FHD LCD VF
DVF-L700

배터리
BP-FL75

배터리 충전기
BC-L90

시스템 구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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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일반 사항

사용 전원

소비 전력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중량

크기(너비x높이x깊이)

카메라 구성부

이미징 디바이스(타입)

이미징 장치(픽셀 수)

화면비

내장 필터

감도(2000룩스, 89.9% 반사율)

ISO 감도

렌즈 마운트

관용도

셔터 속도(23.98PsF)

셔터 앵글

슬로우 셔터(SLS)

화이트 밸런스

게인

감마 곡선

DC 10.5V ~ 17V

약 65W(기계적 로터리 셔터 작동) (23.98PsF 모드에서 렌즈, 뷰파인더 없이)

0℃ ~ 40℃

-20℃ ~ +60℃

5.0kg(액세서리 부착 시 6.5kg)

227 x 203 x 255mm(돌출부 제외)

Super 35mm급 Single-chip CMOS

2,000만(총), 1,900만(유효)

17:9

Clear, ND0.9(1/8ND), ND1.2(1/16ND), ND1.5(1/32ND), ND1.8(1/64ND)

ISO800

PL 마운트

14스톱

1/24s ~ 1/6,000s

4.2° ~ 360°(전기적 셔터), 11.2° ~ 180°(기계적 로터리 셔터)

3200K, 4300K, 55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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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7, HG8, S-Log2 감마, 사용자

CH-1/CH-2: XLR 타입 3핀(암) (x2), SR-R4로 라인/마이크/마이크 +48V 선택 가능

BNC(x1), 75Ω, HD-Y, 1.0Vp-p

Lemo 8핀(수) (x1), DC 10.5V ~ 17V, DC 20V ~ 30V

DC 12V: 11핀(x1), 최대 4A, DC 24V: 3핀(x1), 최대 4A

20핀(x1), 디지털 뷰파인더 인터페이스(x1)*

12핀(x1)

BNC(x2), HD-SDI(4:2:2)

TC IN(x1), TC OUT(x1) (SR-R4 사용 시)

BNC(x1), 75Ω, HD 3레벨 동기, 0.6Vp-p

8핀(x1)

Lemo 5핀(암) (x1)

RJ-45 타입(x1), 10BASE-T/100BASE-TX

타입 A, USB2.0 Hi-Speed(x1)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벨트 브래킷(1), 케이블 클램프 벨트(1), 직경 19mm 카본 봉(1), +B3 x5 나사(4), 센터 핸들(1), 

뷰파인더 마운트 플레이트(1), 라이저 플레이트(1), 전원 케이블 커넥터(LEMO 8핀) (1), 사용 

설명서(CD-ROM) (1), 사용 안내서(1)

DC 12V(11V ~ 17V)

약 25W(XAVC 4K 60p 레코딩 시, EVF Off, LCD 모니터 Off, 4K SDI On)

0℃ ~ 40℃

-20℃ ~ +60℃

2.2kg(렌즈, 핸들, 오디오 박스 및 액세서리 제외)

130 x 125 x 191mm(돌출부 제외)

DC 12V(11V ~ 17V)

약 24W(XAVC HD 60p 레코딩 시, EVF Off, LCD 모니터 Off, HD-SDI On)

0℃ ~ 40℃

-20℃ ~ +60℃

2.2kg(렌즈, 핸들, 오디오 박스 및 액세서리 제외)

130 x 125 x 191mm(돌출부 제외)

Super 35mm급 Single-chip CMOS

1,160만(총), 890만(유효)

17:9

Clear, 0.9(1/8ND), 1.8(1/64ND)

비디오 감마: T12@24p(3200K 광원)

S-Log2 감마: ISO 1250(D55 광원)

PL 마운트(기본 제공 렌즈 마운트 어댑터 사용)
FZ 마운트(기본 제공 렌즈 마운트 어댑터 미사용)

14스톱

1/24s ~ 1/6,000s

4.2° ~ 360°(전기적 셔터)

2, 3, 4, 5, 6, 7, 8프레임 누적

프리셋(3200K, 4300K, 5500K),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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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x6), HG1, HG2, HG3, HG4, HG7, HG8, S-Log2 감마

Super 35mm급 Single-chip CMOS

1,160만(총), 890만(유효)

17:9

Clear, 0.9(1/8ND), 1.8(1/64ND)

비디오 감마: T14 @24p(3200K 광원) 

S-Log2 감마: ISO 2000(D55 광원)

PL 마운트(기본 제공 렌즈 마운트 어댑터 사용)
FZ 마운트(기본 제공 렌즈 마운트 어댑터 미사용)

14스톱

1/24s ~ 1/6,000s

4.2° ~ 360°(전기적 셔터)

2, 3, 4, 5, 6, 7, 8프레임 누적 

프리셋(3200K, 4300K, 5500K),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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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x6), HG1, HG2, HG3, HG4, HG7, HG8, S-Log2 감마

CH-1/CH-2: XLR 타입 3핀(암) (x2), 라인/마이크/마이크 +48V(AES/EBU)** 선택 가능

BNC(x1), HD-Y 또는 HD 동기(3-레벨) V1.0

XLR 타입 4핀(수) (x1), 11V ~ 17V DC

4핀(x2), 11V ~ 17V DC(최대 1.8A) (배터리 어댑터 사용 시)

디지털 뷰파인더 인터페이스(x1)

BNC(x4), HD 모드: SDI 1/2 라인 출력, SDI 3/4 모니터 출력, 4K 모드: 
SDI 1/2/3/4 라인 출력, 디스플레이 On/Off 전환 가능

TC IN/OUT(x1) 전환 가능

BNC(x1)

8핀(x1)

A 타입(x1)

USB 장치, Mini-B(x1), USB 호스트, 타입 A(x1)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모노

BNC(x1)**

렌즈 마운트 어댑터(1), 배터리 어댑터(1), 오디오 입력 커넥터(1), 

오디오 입력 커넥터용 나사(4), 줄자 후크(1), USB 무선 LAN 모듈 IFU-

WLM3(1)**,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1), 사용 설명서(CD-ROM) (1)

CH-1/CH-2: XLR 타입 3핀(암) (x2), 라인/마이크/마이크 +48V(AES/EBU)** 선택 가능

BNC(x1), HD-Y 또는 HD 동기(3-레벨) V1.0

XLR 타입 4핀(수) (x1), 11V ~ 17V DC

4핀(x2), 11V ~ 17V DC(최대 1.8A) (배터리 어댑터 사용 시)

디지털 뷰파인더 인터페이스(x1) 

BNC(x4), SDI 1/2 라인 출력, SDI 3/4 모니터 출력

TC IN/OUT(x1) 전환 가능

BNC(x1)

8핀(x1)

A 타입(x1)

USB 장치, Mini-B(x1), USB 호스트, 타입 A(x1)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모노

BNC(x1)**

렌즈 마운트 어댑터(1), 배터리 어댑터(1), 오디오 입력 커넥터(1), 오디오 입력 커넥터용 

나사(4), 줄자 후크(1), USB 무선 LAN 모듈 IFU-WLM3(1)**,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1), 

사용 설명서(CD-ROM) (1)

입력/출력

오디오 입력

테스트 출력

DC 입력

DC 출력

뷰파인더

렌즈

SDI 출력

타이코드 입력/출력

젠록 입력

리모트 제어

HDMI 출력

외부 입력/출력

이더넷

USB

헤드폰 출력

스피커 출력

셔터

기본 제공 액세서리

F65RS PMW-F55 PMW-F5

* CBK-65EL에 의해 지원될 예정입니다(2013년 6월).

**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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