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4000
카메라 시스템 어댑터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BPU-4000

PMW-F55 기반 4K 라이브 시스템 카메라
생생한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감동을 느껴보세요



전문가를 위한 4K 기술
실감, 감동 및 흥분 등 모두 향상

소니가 전문가에게 4K 라이브 프러덕션을 제공합니다.

소니는 4K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4K 프로덕션 체인의 핵심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이제 촬영에서 시청까지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갖춘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4K 해상도뿐만 아니라 HD 라이브 프러덕션에 HD 컷아웃 및 하이 프레임 레이트 등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창의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는 보다 향상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이브 프러덕션에서 4K가 갖는 의미

4K 화질은 영화 업계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널리 채택되고 있는 포맷이 되었습니다.   

현재 4K 포맷을 채택하려는 방송사들이 전세계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니의 앞선 기술로 4K 라이브 프러덕션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으며,       

생생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콘서트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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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의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은 PMW-F55 4K 카메라의 도킹 인터페이스에 장착된 CA-4000 카메라 시스템 어댑터, 

BPU-4000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광 케이블로 연결된 기존 HDCU-2000/HDCU-2500 카메라 컨트롤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DCU-2000/HDCU-2500을 사용한다는 것은 표준 SMPTE 광 케이블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지 화소의 실시간 정밀 조정과 다양한 다른 카메라 설정을 소니의 RCP-1000 시리즈 리모트 패널 또는   

MSU-1000 시리즈 마스터 셋업 유닛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CA-4000 어댑터는 탈리, 인터콤, 오디오 채널, 뷰파인터 인터페이스 등 라이브 프러덕션의 필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PMW-F55/CA-4000/BPU-4000 시스템을 기존 HDC 시리즈 카메라 시스템에 간단히 추가하면 별다른 변경 없이 멀티 소스

(4K 및 HD 포함)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HDC 시리즈의 HD 신호와 PMW-F55/CA-4000/BPU-4000 시스템의 4K 신호를 

조정하여 색표현 범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서 사용자는 4K 및 HD 레코딩이 가능한 

멀티포트 서버, 실시간 4K 신호 처리가 가능한 멀티 포맷 

스위처, 4K LCD 모니터 등 기타 4K 핵심 제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니 4K 프러덕션 솔루션은 촬영에서 

디스플레이까지 모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소니의 최신 기술을 통해 사용자는 진정한 4K 라이브 

프러덕션에 이상적인 완벽한 4K 라이브 프러덕션 솔루션을 

선택하거나, 간단히 기존 HD 시스템의 성능을 확장함으로써 HD에서 4K 프러덕션으로 원활하고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환상적인 4K 이미지를 전 세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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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카메라

PMW-F55

마운트 어댑터

LA-FZB2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BPU-4000

카메라 시스템 어댑터

CA-4000

카메라 컨트롤 유닛

HDCU-2000
HDCU-2500

SKC-PB40
카메라 파워 부스트 키트

PMW-F55는 Super 35mm 4K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며, PL 마운트 렌즈뿐만 

아니라 LA-FZB2 마운트 어댑터를 사용하면 B4 마운트 렌즈까지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HD/2K/QFHD/4K 그리고 본연의 이미지 품질을 위한 여러 가지 촬영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매우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듈러 

스타일 카메라입니다. CA-4000, BPU-4000, HDCU-2000/2500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강력한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CA-4000를 PMW-F55에 장착하면 BPU-4000와 HDCU-2000/HDCU-2500를 조합하여   

4K 라이브 카메라로써 작동합니다.

• SMPTE 광 케이블을 통해 4K 데이터를 BPU-4000로 전송     

• 카메라 시스템 조작(인터콤, 탈리, 리턴) 지원  

• 영상 조정 기능은 HDC 시리즈 카메라의 기능과 동일  

• HDCU-2000/2500의 독립된 디지털 데이터로써 지원되는   

 HD 프롬프터     

• 빠른 메뉴 설정을 위한 USB 커넥터    

• SKC-PB40 카메라 파워 부스트 키트를 CA-4000에   

 장착하여 스튜디오 작업용 대형 렌즈 등의 액세서리에 전원   

 공급 가능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에는 풀렉 규격의 HDCU-2000와 하프렉 규격 HDCU-250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카메라에 전원을 공급하고 주변 장비와 인터페이스 하며, 인터콤, 탈리, 

프롬프터, 오디오 및 기타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유닛에 사용된 광 전송 시스템은 카메라의 

고화질을 유지합니다.

HDCU-2000/HDCU-2500 유닛이 없더라도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은 로컬에서 간단히 구성한 

PMW-F55/CA-4000에 전원을 공급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장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예, 현장 촬영 시) 특히 유용합니다.

새로 개발된 LA-FZB2 마운트 어댑터는 4K 비디오 촬영 시 기존 HD 줌 렌즈를 PMW-F55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작고 가벼운 렌즈 마운트 어댑터는 렌즈 마운트 포맷을 B4에서   

FZ로 변형해주며, 서보 제어식 ND(neutral density) 및 CC(색 변환) 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LA-FZB2에 HD 렌즈를 연결하면 렌즈에 전원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아이리스/줌/포커스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 솔루션은 기본 제공된 렌즈 지지대를 LA-FZB2에 장착하여 카메라와 렌즈 간의 연결성을  

 강화시켜줍니다.

BPU-4000은 실시간 4K 디지털 신호 처리를 제공하며, 광 케이블을 통해 CA-4000을 PMW-F55에 

연결했을 때 신호를 HD 신호로 다운컨버전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세스는 각 신호에서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4K/HD를 위한 병렬 프로세서       

• 4K에서 HD로 다운 컨버전        

• HD 컷아웃 및 HD 하이 프레임 레이트 작업 옵션 소프트웨어     

 ( HD 컷아웃 기능을 위한 SZC-2001, 하이 프레임 레이트 기능을 위한 SZC-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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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4K 풀 소스 이미지
단순 HD 모드:

시뮬레이션 그림

시뮬레이션 그림

컷아웃 HD 이미지(2)컷아웃 HD 이미지(1)

슈퍼 슬로우 모션을 위한 하이 프레임 레이트 HD 캡처
(옵션 소프트웨어, SZC-2002)

원근 교정 기능이 있는 HD 컷아웃
(옵션 소프트웨어, SZC-2001)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HDC 시리즈 카메라의 영상 
조정 기능

PMW-F55는 Super 35mm 4K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HD보다 4배의 해상도로 캡처 

할 수 있습니다*. HD 촬영에 이를 활용하면 최대 239.76/200fps에서 최고의 초고속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이미지는 소니 서버(PWS-4400 멀티 포트 AV 스토리지 유닛**)에 

레코딩 하여 4배의 슬로우 모션(59.94/50fps)으로 비디오를 리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4K 영상을 풀 HD 이미지를 잘라낼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줌 및 원근 모드 또는 단순 HD 모드 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고정시켜 캡처한 이미지의 일부를 잘라 마치 카메라가 팬 한 것처럼 클로즈업된 HD 

이미지를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줌 및 원근 모드에서 렌즈 포커스 길이에 따라 원근 

변환을 수행하면서 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단순 HD 모드에서는 동시에 두 부분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 다이나믹 포커스(4K 포커스 지원 기능):       

 4K 모드의 경우, 쉬운 포커싱을 위해 뷰파인더에 마커와 함께 포커스 포인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4K 라이브 프로그램 촬영 시 매우 유용합니다.    

• 자동 렌즈 색수차 보정 2(ALAC2) 기능       

• 컬러 재현 조정 기능        

• 감마 테이블 선택         

• 유저 감마 기능         

• 내츄럴 스킨 톤 디테일 기능        

• 니 새츄레이션 기능        

• 로우 키 새츄레이션 기능

* 이는 PMW-F55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 일부 타사 서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의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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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C x 4 BNC

BNC x 4

BNC x 4

BNC x 4 BNC x 4

BNC x 4

BNC x 4

BNC

BPU-4000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PL 마운트 렌즈

PL 마운트 렌즈

PMW-F55
4K 카메라

CA-4000 
카메라 시스템
어댑터

CA-4000 
카메라 시스템
어댑터

Optical Disc Archive 유닛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

HDD

PWS-4400 (Server)
멀티 포트 AV 스토리지 유닛

MVS-8000X/7000X 
멀티 포맷 스위처

PWSK-4403
USB 컨트롤 장치

PWA-MGW1
미디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PWA-PRC1
프러덕션 컨트롤 
소프트웨어

PWS-4400 (Server) 
멀티 포트 AV 스토리지 유닛

* HDCU와 PMW-F55/CA-4000 간의 최대 전송 거리

HDCU-2000의 경우 2000m(최대)

HDCU-2500의 경우 1000 m(최대)

HDCU-2000  또는 
HDCU-2500
카메라 컨트롤 유닛

BPU-4000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HD 비디오 모니터

PVM-X300
4K 비디오 모니터

PVM-X300
4K 비디오 모니터

PVM-X300
4K 비디오 
모니터

SKC-PB40 
카메라 파워 
부스트 키트

CA-4000 
카메라 시스템
어댑터

+ 

+ 

PMW-F55
4K 카메라

PMW-F55  
4K 카메라

LA-FZB2 마운트 어댑터

B4 마운트 렌즈
(스튜디오 카메라용)

뷰파인더
HDVF-EL75
DVF-L700

뷰파인더
DVF-EL100
DVF-L350

뷰파인더
HDVF-EL75
DVF-L700

뷰파인더
DVF-EL100
DVF-L350

광 케이블

광 케이블

광 케이블

광 케이블

LAN 케이블

LAN 케이블 BNC x 4 LAN 케이블

LAN 케이블

CCA-5

CCA-5

USB 플래시 드라이브

VCT-FSA5
숄더 어댑터

VCT-FSA5
숄더 어댑터

트라이포드

VCT-14
트라이포드 어댑터

CAC-6 리턴 비디오 선택기

인터콤 헤드셋

마이크
CAC-12 카메라  
마이크 홀더

USB

USB

USB

DC 전원 공급 입력

HD 비디오 모니터

동기 신호 입력

리턴 비디오 입력

RCP-1000 시리즈 
리모컨
패널

RCP-1000 Series 
리모트 컨트롤 패널

MSU-1000 Series 
마스터 셋업 유닛

허브

* *

간단한 구성

HDCU-2000/HDCU-2500이 없더라도 그림처럼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소니의 4K 라이브 카메라 시스템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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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Hz 사용 국가용60Hz 사용 국가용

커넥터 패널

멀티 포맷 스위처

MVS-8000X, MVS-7000X

서버(멀티 포트 AV 스토리지 유닛)

PWS-4400

프러덕션 컨트롤 소프트웨어

PWA-PRC1
미디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PWA-MGW1
USB 컨트롤 장치

PWSK-4403

옵션 SKC-PB40 카메라 파워 부스트 키트가 장착된 모습

CA-4000

3G(1080p)를 지원하는 소니의 주력 스위처가 

있습니다. 옵션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는 

4K 지원을 추가하고, 옵션 MKS-8460X 4K 

포맷 컨버터 보드는 고성능 HD-4K 업컨버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MVS-8000X의 경우 BZS-8570X  

MVS-7000X의 경우 BZS-7570X

이 유닛은 매우 효율적인 XAVC 비디오 

포맷을 통해 최대 네 개의 4K 채널을 

사용하여 4K와 HD 비디오 신호를 레코딩 

합니다. 레코딩 된 콘텐츠는 슬로우 모션 

리플레이를 위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WA-PRC1 및 PWSK-4403을 활용하면 

라이브 슬로우 모션 작업이 가능합니다.

PWA-MGW1 소프트웨어는 이동식 미디어(예, 

USB-HDD 및 Optical Disc Archive 유닛)에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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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패널

전면 후면

황색 탈리 표시등

적색 탈리 표시등

녹색 탈리 표시등

CCU 번호 표시
메뉴 컨트롤 블록

상태 표시 표시등

광 신호 상태 
표시등

MENU LOCK 스위치

어사인 버튼

NETWORK 표시등

레퍼런스 동기 신호 입력/출력

리턴 비디오 입력(SDI1, SDI2)

리모트 LAN 카메라 카메라 컨트롤 유닛

HD SDI 출력

3G/HD SDI 출력

3G/HD SDI 출력

어사인 버튼

전면 탈리

손잡이 위치 고정 레버

손잡이 슬라이드 버튼

카메라 전원 스위치 
CCU(카메라 컨트롤 유닛)/EXT(확장 모드)

HDVF 시리즈 뷰파인더용 
뷰파인더 커넥터

DVF 시리즈 뷰파인더용 뷰파인더 커넥터

BPU(베이스밴드 
프로세서 유닛) 커넥터

USB

프롬프터 1

프롬프터 2/모니터

직렬 디지털 인터페이스

CA-4000

BPU-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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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U-1000
마스터 셋업 유닛

MSU-1500
마스터 셋업 유닛

RCP-1000
리모트 컨트롤 패널

RCP-1001
리모트 컨트롤 패널

RCP-1500
리모트 컨트롤 패널

RCP-1501
리모트 컨트롤 패널

RCP-1530
리모트 컨트롤 패널

HDVF-EL75
7.4인치* OLED 컬러 뷰파인더

VFH-790
HDVF-EL70/EL75용 실외용 후드

DVF-L350
3.5인치* LCD 컬러 뷰파인더

DVF-L700
7.0인치* LCD 컬러 뷰파인더

DVF-EL100
0.7인치* OLED 컬러 뷰파인더

BKP-7911
스크립트 홀더

CAC-6
리턴 비디오 선택기

CAC-12
마이크 홀더

VCT-14
트라이포드 어댑터

VCT-FSA5
숄더 어댑터

AC-DN2B
AC 어댑터

CNA-1
카메라 컨트롤 네트워크 어댑터

*가시 범위의 대각선 길이

옵션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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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4000
일반 사항

사용 전원 AC 240V, 1.7A(최대)
DC 180V, 1.0A(최대)
DC 13V, 10.2A(최대)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중량

치수(너비x높이x깊이)

0℃ ~ 40℃

-20℃ ~ +60℃

약 2.5kg(유닛만)

147 x 221 x 350mm

입력/출력 커넥터

BPU

AUX

뷰파인더(HDVF 시리즈)

뷰파인더(DVF 시리즈)

오디오 입력

광전기 커넥터(x1)

12핀(x1)

20핀, 원형(x1)

26핀, 사각형(x1)

XLR 타입 3핀, 암(x1)
MIC: -60dBu(메뉴 또는 HDCU-2000/2500에서 값을 최대 –20dBu까지 
설정 가능), 밸런스드
LINE: 0dBu, 밸런스드

 

 

인터콤

DC 입력

DC 출력

XLR 타입 5핀, 암(x1)

XLR 타입 4핀(x1), DC 10.5V ~ 17V

4핀(x1), DC 10.5V ~ 17V, 0.5A(최대)

(부하 및 입력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BNC(x1)

BNC(x1), 1Vp-p, 75Ω

BNC(x1), 1Vp-p, 75Ω

6핀(x1)

8핀(x1)

10핀(x1)

USB 2.0, 타입 A, 4핀(x1)

 

SDI 모니터

프롬프터 1

프롬프터 2/모니터

리턴 제어

리모트

트랙커

USB

기본 제공 액세서리

사용 가이드(1), 사용 설명서(CD-ROM) (1), 케이블 클램프 벨트(1), 
나사(+B3 x 8) (2)

 

BPU-4000
일반 사항

사용 전원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중량

치수(너비x높이x깊이)

AC 100V ~ AC 240V, 50/60Hz

5℃ ∼ 40℃

-20℃ ~ +60℃

약 6.8kg

424 x 66 x 395mm(돌출부 제외)  

입력/출력 커넥터

카메라

CCU

리모트

LAN

SDI 입력

광 케이블(x1)

광 케이블(x1)

8핀 멀티 커넥터(x1)

8핀(x1)

BNC(x2)
3G-SDI: SMPTE ST424/425 레벨 B, 2.970Gbps/2.967Gbps
HD-SDI: SMPTE ST292, 0.8Vp-p, 75Ω, 1.485Gbps/1.4835Gbps

 
 

레퍼런스 입력

3G/HD-SDI 출력

BNC(x1)
HD: SMPTE ST274, 3-레벨 동기, 0.6Vp-p, 75Ω
SD: 블랙 버스트(NTSC: 0.286Vp-p, 75Ω, PAL: 0.3Vp-p, 75Ω)

 
 

 BNC(x18)
3G-SDI: SMPTE ST424/425 레벨 A/B, 0.8Vp-p, 75Ω, 
2.970Gbps/2.967Gbps
HD-SDI: SMPTE ST292, 0.8Vp-p, 75Ω, 1.485Gbps/1.4835Gbps, 
3G-SDI/HD-SDI 선택 가능

 
 

 
 

HD-SDI 출력

레퍼런스 출력

BNC (x2)  
SMPTE ST292, 0.8 Vp-p, 75 Ω, 1.485 Gbps/1.4835 Gbps

BNC(x1)
HD: SMPTE ST274, 3-레벨 동기, 0.6Vp-p, 75Ω
SD: 컴포지트 동기, 0.3Vp-p, 75Ω
HD 동기/SD 동기 선택 가능

 
 

 

기본 제공 액세서리

번호판(1세트), 사용 가이드(1), 사용 설명서(CD-ROM) (1) 

규격



11

SKC-PB40
일반 사항

사용 전원 AC 240V, 1.7A (최대)
DC 180 V, 1.0 A(최대)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중량

치수(너비x높이x깊이)

0℃ ~ 40℃

-20℃ ~ +60℃

약 0.7 kg

112 x 196 x 40mm

입력/출력 커넥터

DC 출력 XLR 타입 4핀(x2), DC 14V ~ 6.5A
4핀(x1), DC 24V, 3.7A
(135W 3 시스템 최대 출력 전원)

 
 

PMW-F55
일반 사항

사용 전원 DC 12V(11V ~ 17V)

0℃ ~ 40℃

-20℃ ~ +60℃

약 2.2kg
(렌즈, 핸들, 오디오 박스 및 액세서리 제외)

130 x 125 x 191mm(돌출부 제외)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중량

치수(너비x높이x깊이)

 

 

HDCU-2000
일반 사항

사용 전원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중량

치수(너비x높이x깊이)

AC 100V, AC 120V 또는 AC 220 ~ 240V, 50/60Hz

5℃ ∼ 40℃

-20℃ ~ +60℃

약 17.5kg

424 x 133 x 410mm(돌출부 제외)  

LA-FZB2
일반 사항

중량 약 0.84kg
렌즈 지지대 포함/ø15 로드: 약 960g

 

치수(너비x높이x깊이) 약 91 x 114 x 96mm(돌출부 제외)
렌즈 지지대 포함: 약 105 x 173 x 96mm

 
 

 
기본 제공 액세서리

마운트 캡(B4) (1), 마운트 캡(FZ) (1), 렌즈 지지대(1), 노브(1), ø15 로드(2),
사용자 가이드(1), 보증서(1)

 

HDCU-2500
일반 사항l

사용 전원

작동 온도

보관 온도

중량

치수(너비x높이x깊이)

AC 100V ∼ 240V, 50/60Hz

-10℃ ~ +40℃

-20℃ ~ +60℃

약 6.7kg

200 x 127 x 410mm(돌출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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