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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HD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HXR-NX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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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위한 AVCHD 기술 기반 소니 제품의 새로운 이름

      한 차원 앞선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

전문가를 위한 해상도

    전문가를 위한 이동성

      전문가를 위한 자신감              …당신의 창의력을 영상으로 그려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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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첫 번째 NXCAM 캠코더 HXR-NX5N의 데뷔

-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표준을 예고하다 .

소니의 새로운 캠코더 HXR-NX5N 은 소니 NXCAM 세대의 첫 번째 제품이자 테이프리스 메모리 캠코더의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디지털 시대에 파워와 성능의 이상적인 균형을 제공합니다 .

혁신적인 AVCHD 포맷을 이용하며 , 듀얼 메모리 슬롯을 탑재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카드에 

장시간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완전한 IT 기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여 콘텐츠 제작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 별매품 HXR-FMU128 메모리 유닛을 사용하면 HD 및 SD 포맷으로 동시 

하이브리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

최첨단 G 렌즈와 ClearVid 어레이를 갖춘 세 개의 Exmor CMOS 센서 등 소니의 입증된 기능으로 어떤 포맷으로도 

탁월한 화질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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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G 렌즈

메모리 레코딩 및 하이브리드

G Lens™는 기존의 소니 캠코더에도 장착된 렌즈로 이미 업계에서 탁월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 이 정밀 렌즈는 HXR-NX5N 에서 캠코더의 고급 이미지 센서와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을 보완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

ClearVid 어레이를 갖춘 세 개의 Exmor™ CMOS 센서는 소니의 최첨단 센서 

시스템을 구성하여 어떤 코덱으로도 고해상도 , 고감도 ,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 

탁월한 컬러 재현을 구현합니다 .

HXR-NX5N은 합리적인 가격의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카드를 이용한 메모리 레코딩이 

가능해 촬영 및 편집 단계에서의 워크플로우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 별매품 HXR-

FMU128 로 하이브리드 레코딩을 결합하면 완벽한 IT 기반 워크플로우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데이터 백업이 가능해집니다 .

Format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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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액티브 스테디샷

HXR-NX5N에는 내장 GPS가 탑재되어 있어 위성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촬영 영상 

장면에 직접 기록해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참조하거나 게시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 

GPS 데이터는 촬영 장면을 검색할 때 또는 해당 장면이 촬영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액티브 스테디샷 기능은 한층 강화된 영상 흔들림 보정 시스템으로 핸드 헬드 

촬영에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흔들림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기존보다 늘어난 

광학 렌즈 범위와 최첨단 보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더욱 강화된 감지 기능으로 

한층 강력한 흔들림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MPEG-4, AVC/H.264 비디오 코덱을 활용한 혁신적인 AVCHD 레코딩 포맷으로 

HD 영상을 랜덤 액세스 매체에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 지능적이고 정밀한 알고

리즘을 이용하는 AVCHD는 메모리 레코딩 및 IT 기반 편집에 이상적인 고효율 

압축 포맷입니다 .

Format

Format



6

G 렌즈는 29.5mm의 광각 (35mm 필름으로 환산시 )과 20배 고화질 줌으로 뛰어난 화질과 

다재 다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 두 개의 ED(Extra-Low Dispersion) 유리 소자가 빛의 굴절 

차이로 인한 색 수차를 줄여 컬러 프린징을 최소화합니다 . 또한 고급 10군 15 매의 렌즈 

구조는 복합 비구면 렌즈를 포함하고 있어 높은 줌 배율에서 촬영할 때도 선명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재현합니다 .

고급 카메라 기능

소니 고유의 고성능 G 렌즈 

광학 시스템의 기타 탁월한 기능

Format

포커스 조리개

줌

3개의 ND 필터

자연스러운 렌즈 조작감

포커스 , 줌 및 조리개를 제어 기능을 렌즈 배럴에 배치한 설계로 일반적인 교환식 렌즈와 

동일한 조작성을 제공하며 , 포커스 , 줌 및 조리개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6날 조리개

6날 조리개 진동판은 원형에 가까워 배경 흐림 효과를 매우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내장 ND 필터

HXR-NX5N에는 세 개의 내장 ND(Neutral Density) 필터 (1/4, 1/16, 1/64) 가 장착되어 있어 

조리개 조작을 통해 다양한 피사계 심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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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기술

ClearVid 어레이를 갖춘 세 개의 첨단 Exmor™ CMOS 센서는 고해상도 , 고감도 ,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및 탁월한 컬러 재현을 보장합니다 . 이 이미징 시스템의 품질은 업계에서 

탁월한 명성을 얻었으며 신제품 HXR-NX5N에도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 

▶Exmor 기술의 노이즈 감소 시스템

각 칩에 하나의 A/D 컨버터만 있는 기존 기술과는 달리 , 각 픽셀 행에 복수의 A/D(아날로그

- 디지털 ) 컨버터를 탑재하여 신호가 생성되는 즉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

합니다 . Exmor 기술은 A/D 컨버터로 전송하는 동안 신호 체인에 들어오는 외부 노이즈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어 노이즈가 극히 적은 고품질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 이 기술은 

1.5 룩스 *의 감도로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을 향상시켜 줍니다 .  

* 셔터 속도 1/30초 , 오토 아이리스 및 자동 게인

▶정밀 기법으로 더욱 높은 감도와 해상도 구현

ClearVid 어레이를 갖춘 CMOS 센서는 일반 이미지 센서보다 큰 센서 픽셀을 구현하여 더 

높은 감도를 제공합니다 . 또한 소니 고유의 보간 기법은 각 칩에서 45도 회전시킨 픽셀을 

사용하여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 이 두 가지 기술은 소니의 화질이 업계에서 탁월한 명성을 

얻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

세 개의 1/3인치 Exmor™CMOS 센서 
- Beyond the Codec

+ 일반적인 CMOS 센서
Exmor™ 기술

ClearVid 어레이 기술

+ Exmor™기술을 사용한 센서

+ ClearVid 어레이를 사용한 센서

+ 소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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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HXR-NX5N은 세계 최초로 GPS를 내장한 AVCHD 전문가용 캠코더입니다 . 이 새 기능은 , 

예를 들어 , 추가 촬영을 위해 기존 촬영분과 일치하는 장소를 다시 찾아가야 할 경우 해당 

장소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 GPS 데이터는 AVCHD 비디오 데이터 파일에 임베드되며 , 

캠코더와 함께 제공되는 번들 소프트웨어 CMU(Content Management Utility) 를 이용해 지도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또한 CM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촬영한 영상 파일에서 일반적

으로 사용되는 위도 / 경도 NMEA 데이터 포맷의 GPS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

이 GPS 정보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첨단 GPS 기술로 
간단한 위치 확인 Format

CMU(Content Management Utility) 소프트웨어

지도에 GPS 데이터 표시

"Google 과 Google Earth™는 Google Inc. 의 상표입니다 ."
"Google Maps™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도와 위성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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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R-NX5N의 새로운 기능은 액티브 스테디샷입니다 . 이 기능은 핸드헬드 카메라의 흔들림을 

효과적으로 줄여 줍니다. 특히 광각 프레임을 사용할 때 그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손에 들고 촬영하는 경우 , 특히 주로 현장에서 레코딩하는 프로젝트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 또한 뉴스 촬영이나 결혼식 촬영 등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 액티브 스테디샷은 주행하는 차량 안에서 촬영할 때도 유용해서 외부 

흔들림 보정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줄여 줍니다 . 액티브 스테디샷 기능을 

이용하면 카메라 흔들림을 보정하는 데 신경 쓰는 대신 구도와 샷 트랜지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 촬영 환경에 따라 핸드헬드 촬영에 일반 스테디샷 또는 액티브 스테디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액티브 스테디샷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쉽게 꺼둘 수 있습니다 .

첨단 기술

새로운 액티브 스테디샷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기 Format

액티브 스테디샷 사용하지 않음 액티브 스테디샷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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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R-NX5N은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카드에 직접 레코딩하도록 설계된 소니 

최초의 전문가용 캠코더입니다 . 메모리 카드는 가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동 중 뉴스 또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 갑자기 

추가 메모리가 필요할 경우에 특히 편리합니다 . 또한 메모리 카드는 매우 작고 

다루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서 지원하므로 손쉽게 플레이백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의 파일은 다른 컴퓨터로 복사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메모리 레코딩의 세 가지 주요 장점

메모리 매체 하나의 레코딩 시간
HD 동영상 SD 동영상

1. 레코딩 장면의 손쉬운 확인

이 메모리 레코딩 시스템에서는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여 레코딩된 클립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로깅 및 편집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빠른 스피드가 요구되는 작업 환경 하에서 특히 이상적입니다 . 클립을 랜덤 액세스
할 수 있어 제작 담당자가 더욱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2. 컴퓨터로 빠른 전송

메모리 카드는 손쉽게 꺼내서 컴퓨터의 메모리 카드 리더 슬롯 (또는 USB 2.0 타입 
메모리 카드 리더 )에 꽂아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업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실제 레코딩된 파일의 길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촬영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이렇게 효율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 편집 마감을 넘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업로드 시간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

3. 손쉬운 플레이백

합리적인 가격의 일반 소비자용 메모리 매체는 이미 많은 가전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전 제품은 앞으로도 더 많이 출시될 것입니다 . 레코딩된 장면은 
이런 제품에서 즉시 플레이백할 수 있습니다 .

또 하나의 새로운 기능은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을 이용한 연속 레코딩

입니다 . 새로운 HXR-NX5N 캠코더는 듀얼 메모리 슬롯 사이를 자동으로 순환

합니다 . 32GB 메모리 카드 2개를 사용하면 6시간 분량의 HD 장면을 연속적

으로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장시간 연속 레코딩이 필요한 경우 , 첫 번째 

메모리 카드가 꽉 차서 레코딩이 두 번째 카드로 이어진 다음에 첫 번째 메모리 

카드를 빼고 다시 빈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면 됩니다 . 이 과정을 필요한 만큼 

반복하면 원하는 만큼 연속 레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

즉시 백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메모리 카드는 손쉽게 비용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문가를 위한 메모리 레코딩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의 
효율성과 조작성 

듀얼 메모리 슬롯으로 릴레이 레코딩

Format

AVC HD 
24Mbps(최대) 
FX 모드

AVC HD 
17Mbps(평균) 
FH 모드

AVC HD 
9Mbps( 평균 ) 
HQ 모드

AVC HD 
5Mbps( 평균 ) 
LP 모드

리니어 
PCM 
2채널

1GB 4분 6분 10분 15분
2GB 10분 10분 20분 35분
4GB 20분 25분 45분 70분
8GB 40분 55분 95분 150분
16GB 85분 110 분 190분 300분
32GB 170 분

(2 시간 50분 )
225 분
(3 시간 45분 )

385분
(6시간 25분 )

605분
(10 시간 5분 )

Dolby 
Digital 
2 채널

1GB 5분 6분 10분 20분
2GB 10분 10분 25분 40분
4GB 20분 25분 50분 90분
8GB 45분 55분 105분 185분
16GB 90분 115 분 215 분 375분
32GB 180분

(3 시간 )
235분
(3 시간 55분 )

435분
(7 시간 15 분 )

750분
(12시간 30분)

SD 
9Mbps(평균) 
HQ 모드

Dolby 
Digital 
2 채널

1GB 10 분
2GB 25분
4GB 55분
8GB 115 분
16GB 235분
32GB 475분

(7시간 55분 )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 타입

*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 뒷장에 있는 규격을 참조하십시오 .

Memory Stick 
PRO DuoTM

SD/SDHC
Memory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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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 HD 하이브리드 레코딩

HD + SD 하이브리드 레코딩

소니는 HXR-NX5N 캠코더 전용 옵션 128GB 플래시 메모리 유닛 HXR-

FMU128 을 선보입니다 . 이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통해 AVCHD 전문가용 

캠코더에서는 최초로 비디오의 하이브리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 HD와 HD 

비디오 장면의 동시 레코딩 , HD와 SD의 조합까지도 가능하여 원하는 포맷

으로 즉시 백업할 수 있습니다 . 128GB는 최고 비트 레이트로 거의 12 시간 

연속 레코딩할 수 있는 저장 용량입니다 . 작은 크기에 비하면 엄청난 용량으로 

음악 페스티벌 , 세미나 , 결혼식 , 다큐멘터리 제작 등 장시간 레코딩이 필요

할 때 이상적입니다 . 

간편한 직접 장착

HXR-FMU128은 HXR-NX5N 전용으로 설계되어 HXR-NX5N 뒷면에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고품질 레코딩

메모리 유닛으로 최고 FX 24Mbps* 모드에서 약 11 시간 연속 레코딩이 가능

합니다 . 

* FX 24Mbps 모드는 21Mbps의 비디오 데이터와 3Mbps의 오디오 및 기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HXR-FMU128 에 관한 참고사항
- 60i(50i) 캠코더로 포맷한 HXR-FMU128 은 50i(60i) 캠코더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캠코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HXR-FMU128 을 장착하는 경우 캠코더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

HD 레코딩 시간 (HD 동영상 )
HXR-NX5N에 연결한 경우

SD 레코딩 시간 (SD 동영상 )
HXR-NX5N에 연결한 경우

HXR-FMU128의 레코딩 시간

1.하이브리드 포맷

HD+HD/HD+SD
현재는 SD, 미래는 HD - 한 번의 촬영으로 둘 다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 하이브리드 매체

메모리 카드 + 플래시 메모리 유닛
동일한 클립이 서로 다른 매체에 레코딩되어 즉시 백업을 제공합니다 .

3.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편집용 매체 + 아카이브용 매체
두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전송하여 편집과 아카이브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HXR-NX5N 및 HXR-FMU128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레코딩 

하이브리드 비디오 레코딩 기능

별매품 128GB 플래시 메모리 유닛 , HXR-FMU128 
Format

간편한 데이터 전송 및 입력

USB 슬롯을 통해 컴퓨터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어 외부 전원 공급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 HXR-NX5N을 USB2.0 케이블로 PC에 연결하면 파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으므로 NLE 시스템으로 파일을 

빠르게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레코딩

HXR-NX5N

HXR-NX5N

편집하면서 아카이브

향후 사용을 HD 아카이브

*HD + SD의 매체는 이 반대도 가능합니다 .

HD 배포
(예 : 블루레이 )

SD 배포 
(예 : DVD-VIDEO, 웹 콘텐츠 ) 

및

및

HXR-FMU128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HXR-FMU128
MPEG-2 SD

메모리 카드 : HD HXR-FMU128 : HD+

HXR-FMU128 : SD 메모리 카드 : HD +

HD

SD

HD

HD

1

1

: 즉시 백업을 위해 다른 매체에 동시 레코딩  
: 편집을 위해 공급 동시에        : 아카이브를 위해 복사

1
2 3

: 다양한 용도를 위해 다른 포맷으로 동시 레코딩 
: 지금 편집을 위해 SD 데이터 공급 동시에           : 향후를 위해 HD 데이터 아카이브

1
2 3

2

2

3

3

AVC HD 
24Mbps(최대) 
FX 모드

AVC HD 
17Mbps(평균) 
FH 모드

AVC HD 
9Mbps( 평균 ) 
HQ 모드

AVC HD 
5Mbps( 평균 ) 
LP 모드

리니어 
PCM 
2채널

700분
(11시간 40분 )

930분
(15시간 30분)

1570 분
(26시간 10분)

2490분
(41시간 30분)

Dolby 
Digital 
2 채널

740분
(12시간 20분)

980분
(16시간 20분)

1790분
(29시간 50분)

3080분
(51시간 20분)

SD 9Mbps
( 평균 ) HQ 
모드

Dolby 
Digital 
2 채널

1960분
(32시간 40분)

HDD 대용량 저장 장치

HDD 대용량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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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및 
 편집 워크플로우

AVCHD는 메모리 요구사항을 대폭 줄여주는 효율적인 데이터 압축 방식입니다 . 이 새로운 

포맷을 이용하면 테이프 없이 작은 파일 크기로 높은 영상 품질을 레코딩할 수 있는데 , 이는 

혁신적인 MPEG4 AVC/H.264 코덱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 또한 AVCHD 파일 포맷은 시장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 많은 가전 제품이 이미 AVCHD 플레이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이 포맷을 지원하는 제품은 많이 출시될 것입니다 . 주요 NLE 소프트웨어가 이미 

AVCHD 전송 및 편집을 지원하고 있고 , AVCHD는 시장에서 비디오의 표준 파일 포맷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

HXR-NX5N의 오디오 레코딩 포맷은 Dolby Digital 스테레오 또는 리니어 PCM 스테레오 중

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PCM 오디오 레코딩은 비압축 오디오 품질을 제공합니다 . 뮤직 

비디오와 같이 고품질 오디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CD 품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HD 포맷 레코딩뿐만 아니라 SD 포맷의 레코딩도 가능합니다 . SD 레코딩 포맷은 표준 

DVD-VIDEO 디스크와 동일한 압축 코덱인 MPEG-2를 사용합니다 . DVD-VIDEO로 공급하는 

사용자는 이 포맷을 사용하여 충분한 SD 품질의 비디오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혁신적인 AVCHD 포맷

SD 레코딩 포맷용 MPEG-2

플레이백 및 아카이브

손실 없는 오디오 레코딩 기능

플레이백 방법

아카이브 방법

HXR-NX5N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PlayStation3®

컴퓨터

컴퓨터

Blu-ray Disc®

HDD 대용량 저장 장치

*Windows® 7 은 AVCHD 플레이백을 
기본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

HDMI 입력을 장착한 TV

SDI 입력을 장착한 프로페셔널 모니터

SDI

HDMI 

HDMI

주의 : "Memory Stick" 의 AVCHD 데이터를 블루레이 디스크 또는 HDD 대용량 저장 
장치에 백업하는 경우 모든 파일을 루트 폴더 아래에 복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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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R-NX5N용 CMU(Content Management Utility) 
소프트웨어

CMU(Content Management Utility)

CMU는 클립 관리 및 파일 업로딩을 위한 Microsoft Windows®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서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 

1. CMU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FAT32 제한에 따라 레코딩 중 2GB 데이터 파일로 자동

분할된 파일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 

2. 새로운 소니 듀얼 메모리 카드 릴레이 레코딩 시스템에서는 클립이 하나의 메모리 카드 

용량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카드에 레코딩됩니다 . 또한 CMU 소프트웨어는 릴레이 레코

딩에 의해 여러 카드로 분할된 클립을 연결합니다 .

3. CMU 소프트웨어는 비디오 데이터에 임베드된 GPS 데이터를 매핑합니다 .

PC 소프트웨어 Content Management Utility 1.0.00

시스템 요구사항 OS Microsoft Windows XP SP3*, 
Windows Vista SP1**, Windows 7
* 64 비트 Edition 및 Starter(Edition)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 Starter(Edition)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표준 설치가 필요합니다 .
위의 OS가 업그레이드된 경우 또는 멀티 부팅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PU 최고 품질 모드를 사용하여 레코딩한 경우 HD 비디오를 플레이백하려면 Intel Core 2 
Duo 2.20 GHz CPU 이상을 사용하십시오 .
다른 품질 모드로 레코딩한 HD 비디오는 이보다 느린 CPU로 플레이백할 수 있습니다 .
비디오 카드 성능에 따라 , 최고 품질 모드로 레코딩한 HD 비디오는 위의 권장 사항보다 
느린 CPU로 플레이백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려면 Intel Pentium III 1GHz 이상이 필요합니다 .
-비디오를 컴퓨터로 가져오는 경우
- SD 비디오만 처리하는 경우

메모리 Windows XP
512MB 이상 (1GB 이상 권장 )
SD 콘텐츠만 처리할 경우 256MB 메모리 이상이 필요합니다 .
Windows Vista
1GB 이상
Windows 7
1GB 이상

하드 디스크 설치 시 필요한 디스크 용량 : 약 100MB
비디오 가져오기 또는 비디오 보기를 위한 등록에는 NTFS 또는 exFAT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최소 1,024 X 768도트

기타 USB 포트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Hi-Speed USB(USB 2.0 호환 ))

참고 :컴퓨터는 각 OS에 대해 위에 설명된 조건 이외의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작동이 보장되는 컴퓨터 환경에서도 동영상에서 프레임이 손실되어 재생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가져온 이미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모든 권장 환경에서 작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 현재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 제품 성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CMU는 5.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재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사운드는 2채널 사운드로 재현됩니다 .
노트북 PC 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으로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PC 의 절전 기능으로 인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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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포맷 및 편집 워크플로우

USB2.0

USB2.0

USB2.0

USB2.0

CMU

Final Cut Pro® 에서 
Log & Transfer 편집

SDI 입력 *
HDMI 입력 *

( 인터페이스 보드 사용 )

SDI 또는 HDMI 입력 단자가 
장착된 비디오 스위처 

또는 레코더

NLE 소프트웨어

가져오기

HDMI

SDI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리더

메모리 카드 리더

편집 워크플로우

Windows® 사용자

Final Cut Pro® 사용자 

CM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전송

“Log & Transfer”를 사용하여 ProRes422 로 변환 후 편집

SDI 또는 HDMI 출력 활용

HXR-NX5N

HXR-NX5N

HXR-NX5N

HXR-FMU128 

HXR-FMU128 

Windows® PC

Windows® PC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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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메뉴 인터페이스의 터치 패널 또는 버튼 및 스위치를 사용하여 캠코더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이 인터페이스는 HXR-NX5를 위해 특별히 새롭게 설계된 것입니다 . 

또한 고해상도 XtraFine™ LCD 패널 , XtraFine™뷰파인더 (EVF), 효율적으로 배치된 레이아웃

으로 더욱 쉽고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오퍼레이션 기능

새롭게 설계된 메뉴 인터페이스로 
손쉬운 오퍼레이션

VISUAL INDEX 버튼

VISUAL INDEX 버튼은 레코딩된 장면을 볼 수 

있는 원터치 버튼입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촬영 

모드가 프리뷰 모드로 즉시 변경됩니다 . LCD 

패널에서 촬영된 클립의 썸네일 이미지를 터치

하기만 하면 확인할 클립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ENU 버튼

MENU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설정 메뉴가 바로 

나타납니다 . 이 메뉴에서 출력 설정 , 디스플레이 

설정 , 타임코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MODE 버튼

MODE 버튼을 누르면 저장 매체 및 레코딩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체를 포맷하거나 데이터 

더빙 및 복사도 이 메뉴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 MODE 버튼으로 Smooth Slow Rec를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

CAMERA 버튼
 SMOOTHSLOW REC
   PLAY 버튼 
 VISUAL INDEX
 PLAYLIST

MODE 구성

EDIT 버튼
 PROTECT
 PLAYLIST EDIT
 PHOTO CAPTURE
 DIVIDE
 DELETE

DUB/COPY
 MOVIE DUB
 PHOTO DUB

MANAGE MEDIA
 MEDIA FORMAT
 REPAIR IMAGE DB FILE
 USB 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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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VISUAL INDEX 버튼으로 원터치 보기

파일 기반 오퍼레이션을 통해 썸네일 이미지를 검색

하면서 레코딩된 클립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중요한 클립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으로 배치된 레이아웃

버튼과 스위치가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어 편리

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용자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새 HXR-NX5N을 사용하기 쉽게 설계

하였습니다 .

XtraFine™ LCD 패널

HXR-NX5N에는 3.2 인치 타입 XtraFine™ LCD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약 921,000 픽셀 (1920 x 480) 의 

높은 해상도로 더욱 쉽게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XtraFine™ LCD는 약 6500K의 색온도에서 레코딩된 

이미지 영역을 거의 100% 까지 표시합니다 . 스크린 

메뉴를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향상되었

습니다 .

터치 패널과 버튼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작업

HXR-NX5N에는 이 캠코더를 위해 특별 설계되고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터치 패널 LC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 간단하며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오퍼레이션

으로 대부분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버튼과 스위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오퍼레이션도 가능

하므로 촬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오퍼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터치 클립형 마이크 홀더

원터치 클립형 마이크 홀더를 사용하면 마이크를 쉽게 부착 및 제거하고 

빠르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연결을 위한 두 개의 나사 구멍

캠코더 , 삼각대 플레이트 및 기타 액세서리를 더욱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캠코더의 바닥판에 두 개의 나사 구멍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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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헤드폰 모니터용 하드웨어 스위치

고품질 헤드폰 모니터 단자를 통해 레코딩된 오디오의 

품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XR-NX5N에는 하드

웨어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 출력을 채널 1 또는 채널 

2로 변경하거나 두 채널을 믹스할 수 있습니다 . 헤드폰 

출력을 변경하기 위해 메뉴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

XtraFine™EVF

0.45 인치 타입 XtraFine™ 뷰파인더 (EVF) 는 약 1,227,000 픽셀 (852 x 3(RGB) x 480) 의 해상도를 제공

합니다 . 이 뷰파인더에는 적색 , 녹색 , 청색 컬러의 독립된 3개의 LED가 있으며 디스플레이 모드 (컬러 또는 

흑백 모드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약 6500K의 색온도에서 레코딩된 이미지 영역을 거의 100%까지 

표시하고 스크린 메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향상된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단자 인터페이스

1. HD-SDI
HXR-NX5N 에는 HD-SDI* 단자가 장착되어 있어 

캠코더를 하이엔드 편집 시스템에 쉽고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 HD-SDI 입력 단자가 

있는 경우 BNC 케이블로 캠코더를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변환 박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HD-

SDI 단자에서 출력되는 카메라 영상은 압축되지 

않습니다 . 이 출력은 코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어 

최고의 영상 품질을 제공합니다 .

* 타임코드와 오디오 신호는 HD-SDI 신호에 임베드됩니다 .
* SD-SDI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HDMI 단자

HDMI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전 제품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3. RCA 핀 타입 컴포지트 및 오디오 출력 단자

4. AV/R-out 을 이용한 컴포넌트 출력

5. USB

6. 리모트 단자

7. TC Link

TC Link 기능을 사용하여 두 대의 
캠코더를 표준 미니 플러그 케이블로 
연결하면 두 캠코더의 타임코드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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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촬영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 어두운 장소에서 또는 장시간 

촬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액세서리를 사용하면 

더욱 손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요?

소니는 배터리와 같은 기본 필수품부터 , 워크플로우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캠코더 지지대와 같은 

고급 제품에 이르기까지 , 다양한 공식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

공식 액세서리를 제작한다는 것은 전문 캠코더 제조업체로서의 주요 

강점 중 하나입니다 . 소니는 수년 동안 이 강점을 활용하여 왔으며 

시장에서 그 품질에 대해 탁월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

새로운 HXR-NX5N 도 기존의 소니 프로페셔널 액세서리 라인업과 

호환됩니다 .

예를 들어 , 배터리 , 충전기 및 LCD 후드는 편안한 촬영을 위해 필수

적인 품목들입니다 . 또한 촬영 지지대는 장시간 촬영 시 오는 피로를 

덜어줍니다 . 소니의 전문 액세서리 라인업을 살펴보고 자신의 촬영 

스타일에 어울리는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십시오 .

• 모노 타입

• 슈퍼 카디오이드

• 모노 타입

• 슈퍼 카디오이드

HXR-FMU128  
플래시 메모리 유닛

128GB 용량의 외장 플래시 메모리 레코딩 장치 , AVCHD 및 MPEG2 SD 
포맷으로 레코딩 가능 , NXCAM 전용 설계 *. 캠코더에 직접 장착 가능하며 
USB2.0 을 통해 컴퓨터로 간편한 데이터 전송 가능 . 

VCT-SP1BP
캠코더 지지대

• 안정적 , 편안한 촬영을 위한 
무게 지지

• 다양한 촬영 스타일 지원
(예 : 하이 - 앵글 촬영 )

• 빠른 탈착으로 뛰어난 이동성

• 캠코더 모노포드로 사용 가능

• 카본 샤프트로 가볍고 견고한 
디자인

• RM-1BP 리모트 컨트롤러 기본 
제공

 

VCT-PG11RMB  
RM-1BP 리모트 컨트롤러 
포함 삼각대

• 스테레오 /모노 
전환 스테레오 : 단일 지향성
모노 : 슈퍼 카디오이드

ECM-680S
샷건형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ECM-678
샷건형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ECM-673
샷건형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 바디팩 트랜스미터와 휴대용 
리시버로 구성

• 휴대용 리시버는 기본 제공된 
슈 마운트 어댑터로 슈커넥터에 
장착 가능

UWP-V1
UHF 무선 마이크 패키지

RM-1000BP 
리모트 커맨더

• 다기능 리모트 커맨더 

• 캠코더의 주 기능 제어

•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향상된 HUI(Human Use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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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슬롯 배터리 충전기
(2개씩 병렬 충전 가능 )

• 2 가지 충전 모드 선택
(일반 /최대 )

• 충전 정보 표시 : 완전 충전까지 
남은 시간 , 현재 충전량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

• 배터리 로그 정보 표시 : 
총 충전 시간 , 총 충전 횟수 , 
마지막 작동 날짜

AC-VQL1BP
AC 어댑터 /충전기

HVL-LBPA  
LED 배터리 비디오 조명

• LED 신뢰성 및 16W의 낮은 전력 
소비

• NP-F770/F970 배터리를 통한 전원 
공급

• 광범위한 호환성으로 유연한 설치
   (콜드 슈/나사 볼트/나사 구멍)

• 광각 촬영에 이상적이며 부착된 
집광 렌즈 ON/OFF를 통해 
인터뷰 스폿 (600lx@1m) 또는 
플러드 조명 (300lx@1m) 에 적합

• 그림자를 부드럽게 재현하고 
명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라이트 
디퓨저 탑재

• 긴 작동 시간 : NP-F970 사용시 
최대 밝기로 약 3시간

• 실내/실외 필터 키트
(5,500K에서 3,200K) 기본 제공

SH-L32WBP
LCD 후드

• 3.2 인치 LCD 모니터용 LCD 후드

• 쉐이드 조정 가능 (360°쉐이드 )

• 접이식 구조로 캠코더와 함께 이동 가능 

VCL-HG0872K
광각 변환 렌즈

• 0.8 배율과 동급

• HVR-Z5 용 고해상도 광각 변환 
렌즈

• 베이오넷 마운트로 빠르고 쉬운 
부착

• 대형 프렌치 플래그 및 
4x5.65 인치 필터 홀더 지원

• 빠르고 간편한 통합형 렌즈 셔터

VCT-SP2BP   
캠코더 지지대

• 3포인트 지지 (어깨 , 가슴 , 운용자의 손 )

•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흔들림 보정 기능으로 다양한 촬영 가능

• VCT-U14 가 요구되는 삼각대를 포함하여 삼각대에서 빠른 탈착

• 삼각대 모드에서 지지 모드로 빠르고 쉽게 변형

LMD-940W
프로페셔널 LCD 모니터

• 800x480(WVGA) 패널 해상도

• 4:3 / 16:9 화면비 선택

• 세 가지 모드 전원 시스템 - 

AC100V, DC12V, 배터리 어댑터

• 3G SDI 입력 /출력 표준

MS-HX32G 
(16GB, 8GB, 4GB)
• Memory Stick PRO-HG Duo™ HX

• 고속 데이터 전송

* 고속 전송 (20Mbps) 을 위해 USB 
어댑터 사용

MS-MT32G
(16GB, 8GB, 4GB, 
2GB, 1GB)
• Memory Stick PRO Duo™

2NP-F970/B 
InfoLITHIUM 충전식 
배터리 팩 (2개 )

NP-F970/F770/F570 
InfoLITHIUM 충전식 배터리 팩

RM-1BP  
리모트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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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HXR-NX5N

HXR-NX5N

HXR-FMU128

HXR-FMU128

일반 사항

중량 (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부착시 ) 약 2.2kg

( 배터리 ,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 대형 아이컵 , 
ECM-XM1, 메모리 카드 
부착시 )

NP-F770 약 2.6kg

NP-F970 약 2.7kg

치수
(너비x높이x깊이)

(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 약 173 x 187x 342mm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대형 아이컵, 
ECM-XM1, NP-F970)

약 173 x 193 x 449mm

사용 전원 (AC 어댑터 /배터리 ) 8.4V / 7.2V

소비 전력 (보통 밝기로 LCD 및 ECM-XM1 사용시) 약 7.9W
* 플래시 메모리 유닛 HXR-FMU128 을 사용하는 경우 평균 소비 
전력이 약 1.1W 증가합니다 .

작동 온도 0∼ +40℃

보관 온도 -20 ∼ +60℃

배터리 작동 시간 연속 레코딩 시간 약 365분 (NP-F970: 완충된 배터리 )

레코딩 포맷 비디오 포맷 HD MPEG-4 AVC/H.264 (AVCHD)

SD MPEG-2 PS

오디오 포맷 HD 리니어 PCM 2채널 , 16 비트 , 48kHz / Dolby Digital 2 채널 , 
16 비트 , 48kHz

SD Dolby Digital 2 채널 , 16 비트 , 48kHz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 *1 AVCHD FX (24Mbps) 1920 x 1080/60i

AVCHD FH (17Mbps) 1920 x 1080/60i

AVCHD HQ (9Mbps) 1440 x 1080/60i

AVCHD LP (5Mbps) 1440 x 1080/60i

AVCHD FX (24Mbps) 1920 x 1080/24p

AVCHD FH (17Mbps) 1920 x 1080/24p

AVCHD FX (24Mbps) 1920 x 1080/30p

AVCHD FH (17Mbps) 1920 x 1080/30p

AVCHD FX (24Mbps) 1280 x 720/60p

AVCHD FH (17Mbps) 1280 x 720/60p

MPEG2 SD HQ (9Mbps) 720 x 480/60i

MPEG2 SD HQ (9Mbps) 720 x 480/60i (24p Scan)

MPEG2 SD HQ (9Mbps) 720 x 480/60i (30p Scan)

레코딩 /플레이백 시간 170분 (2시간 50분 ) (32GB Memory Stick PRO-HG Duo HX(24Mbps) 
리니어 PCM 2채널 레코딩 시 )

줌 배율 소니 G 렌즈 , 20x( 광학 ), 1.5x 디지털 익스텐더

포커스 길이 f = 4.1 ~ 82.0 mm (25mm 렌즈로 환산 시 16:9 모드에서 
f = 29.5~590mm, 4:3 모드에서 f = 36.1~722mm)*2

아이리스 오토 /매뉴얼 (F1.6-F11, 닫힘 )

포커스 AF/MF 선택 가능 , 800mm ~ ∞ (MACRO OFF), 10mm ~ ∞
(MACRO ON, Wide), 800mm ~ ∞ (MACRO ON, Tele)

이미지 스태빌라이저 ON/OFF 선택 가능 , 렌즈 시프트

필터 직경 72mm

카메라 구성부

촬상 소자 ClearVid 픽셀 어레이를 갖춘 3칩 1/3 인치형 Exmor CMOS

Effective picture Elements 1920 (H) x 1080 (V)

내장 광 필터 Clear, 1/4, 1/16, 1/64

최소 조도 1.5 룩스 (오토 게인 , 오토 아이리스 , 1/30 셔터 속도 )

셔터 속도 오토 60i/60p: 1/60 - 1/2000, 30p: 1/30 - 1/2000, 24p: 1/48 - 1/2400

매뉴얼 60i/30p/60p: 1/4 - 1/10000, 24p: 1/3 - 1/10000

Slow & Quick Motion 기능 향상된 Smooth Slow Rec에서 120fps( 고정 )
* 화질이 저하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오토 , 원푸시 오토 (A/B 위치 ), 실내 (3200K), 실외 (선택 가능 레벨 
-7 ~ +7, 약 500K 간격 ), 수동 WB 온도 (선택 가능 범위 2300K 
~ 15000K, 100K 간격 )

게인 오토 /매뉴얼 (-6dB - 21dB, 3dB 간격 )

입력 /출력

오디오 입력 XLR 3핀 ( 암 ) (x2), LINE/MIC/MIC +48V 선택 가능

컴포지트 출력 RCA 유형 (x1)

오디오 출력 RCA 유형 (CH-1, CH-2)

컴포넌트 출력 Mini-D 단자를 통한 RCA 타입 (x3)

SDI 출력 BNC(x1), HD-SDI/SD-SDI 선택 가능

USB USB 장치 , Mini-B/Hi-Speed(x1)

헤드폰 출력 스테레오 미니 단자 (x1) 3.5mm

스피커 출력 모노

DC 입력 전원 코드

리모트 제어 리모트 : 스테레오 미니 - 미니 단자 (x1) 2.5mm

HDMI 출력 HDMI 커넥터 (x1)

모니터링

뷰파인더 0.45인치 타입 , 약 1,226,880도트 (852x3[RGB]x480), 16:9 화면비

내장 LCD 모니터 3.2 인치 타입 , XtraFine LCD, 약 921,600도트 , 하이브리드 유형 , 
16:9 화면비

내장 마이크

스테레오 마이크

매체

타입 Memory Stick PRO Duo(Mark2)™ , Memory Stick PRO-HG Duo™ , 
Memory Stick HG Duo HX™ *3

SD/SDHC Memory Card*4

플래시 메모리 유닛

기본 제공 액세서리

AC 어댑터 /충전기 AC-VL1

충전식 배터리 팩 NP-F570

연결 코드 DK-415

마이크 ECM-XM1

리모트 커맨더 RMT-845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

A/V 연결 케이블

USB 케이블

대형 아이컵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액세서리 슈 키트

리튬 배터리 CR2025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CD-ROM)

플래시 메모리 레코딩 용량 128GB*

파일 시스템 FAT32

인터페이스 캠코더 연결 연결 단자

PC 연결 USB mini-B 단자 Hi-Speed USB(USB 2.0)

OS 호환 OS Windows® XP SP3(64비트 Edition 및 Starter(Edition)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Windows Vista® SP2(Starter(Edition) 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Windows® 7
Mac OS X(v10.4 이상 )

일반 사항 중량 80g

치수 (너비 x높이 x깊이 ) 약 54 x 85 x 17mm
( 돌출부 포함 )

사용 전원 5V( 연결 장치에서 전원 공급 )

소비 전력 약 0.9W( 연결 장치에서 전원 공급 )

작동 온도 0∼ +40℃

보관 온도 -20 ∼ +60℃

기본 제공 액세서리 USB 케이블 (Mini- 단자 - A- 단자 )

케이스

라벨

*이 규격에서 1GB는 10억 바이트를 나타냅니다 . 레코딩 용량의 일부는 데이터 관리에 사용됩니다 .

*1  가변 비트 레이트로 인해 AVCHD FX 모드에서의 최대 비트 레이트는 24Mbps이며 , FH, HQ 및 LP 모드에 대해서는 평균 비트 레이트를 표시했습니다 .
*2  StedyShot 모드가 SteadyShot 이거나 Off 일 때의 포커스 길이
*3  호환 "Memory Stick" 타입 : AVCHD 레코딩 - 용량 : 1GB 초과 , SD 레코딩 - 용량 : 512MB 초과
*4  AVCHD 레코딩의 권장 속도 클래스 - 클래스 4 이상 , SD 레코딩의 권장 속도 클래스 - 클래스 2 이상

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