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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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CAM

액세서리



전체 라인업

PMW-300K1/K2 PXW-X200 PXW-X180/X160

카메라 구성부

이미징 디바이스(타입)

유효 화소(비디오)

내장 광 필터

슬로우 앤 퀵 모션 기능

수퍼 슬로우 모션 기능

게인

감마 곡선

3칩 1/2 타입 Exmor CMOS 3-chip 1/3 type Exmor CMOS

Clear, 1/4, 1/16, 1/64, 가변(1/4-1/128)

1920 (H) x 1080 (V)

Clear, 1/4, 1/16, 1/64 Clear, 1/8, 1/64

지원 지원 지원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3, 0, 3, 6, 9, 12, 18 dB, AGC -3, 0, 3, 6, 9, 12, 18 dB, AGC -3, 0, 3, 6, 9, 12, 15, 18 dB, AGC

선택 가능

최소 조도

0.12룩스(일반) (1920 x 1080/59.94i 모드, F1.9, 

+18dB 게인, 64프레임 누적, 감마 끔, 

100% 비디오 레벨)

0.02룩스(일반) (1920 x 1080/59.94i 모드, F1.9, 

+18dB 게인, 64프레임 누적, 감마 켬, 

50% 비디오 레벨)

0.09룩스(일반, 1920 x 1080/59.94i)

0.07룩스(일반, 1920 x 1080/50i)

(F1.9, +18dB 게인, 64프레임 누적, 감마 끔, 

100% 비디오 레벨)

0.02룩스(일반, 1920 x 1080/59.94i)

0.02룩스(일반, 1920 x 1080/50i)

(F1.9, +18dB 게인, 64프레임 누적, 감마 켬, 

50% 비디오 레벨)

0.12룩스(일반)

(1920 x 1080/59.94i 모드, F1.6, +18dB 게인, 16프레임 누적, 

감마 끔, 100% 비디오 레벨)

0.02룩스(일반)

(1920 x 1080/59.94i 모드, F1.6, +18dB 게인, 16프레임 누적, 

감마 켬, 50% 비디오 레벨)

렌즈

렌즈 마운트 EX MOUNT 고정

줌 배율
K1: 14배(광학), 서보/매뉴얼

K2: 16배(광학), 서보/매뉴얼
17배(광학), 서보/매뉴얼 25배(광학), 서보/매뉴얼

포커스 길이

K1: f = 5.8 - 81.2 mm
35mm 렌즈로 환산 시 31.4 ~ 439mm에 해당
K2: f = 5.8 - 93 mm
31.4 ~ 503mm 렌즈에 해당

 

 

f = 5.6 - 95.2 mm
29.3 ~ 499mm 렌즈에 해당

f = 3.7 - 92.5 mm
35mm 렌즈로 환산 시 26 ~ 650mm에 해당

아이리스 F1.9 - F16 및 닫힘, 자동/수동 선택 가능 F1.6 - F11 및 C(닫힘)

필터 직경 K1: M77mm K2: M82mm M77 mm M82 mm

입력/출력

오디오 입력

HDMI 출력

SDI 출력

XLR 타입 3핀(암) (x2)

Type A (x1)

BNC(x2), HD/SD 선택 가능 BNC(x1), 3G/HD/SD 선택 가능 BNC(x1), 3G/HD/SD 선택 가능

컴포지트 출력 BNC (x1) BNC(x1) (젠록 입력으로 전환 가능)

GENLOCK-IN

오디오 출력

TC 입력/출력

리모트

MI 슈

헤드폰 출력

BNC (x1) BNC(x1) (컴포지트 출력으로 전환 가능)

포노 단자(CH-1, CH-2) A/V 멀티 커넥터(x1) 스테레오 미니 단자 ø3.5 mm(x1)

BNC (x1)

8핀 8핀, 라운드(x1) 스테레오 미니-미니 단자 ø2.5 mm(x1)

지원하지 않음 지원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iLink
IEEE 1394, 4핀(x1), HDV(HDV 1080i) 입력/출력, 
DV 입력/출력, S400

IEEE 1394, 4핀(x1), HDV(HDV 1080i) 입력/출력, 
DV 출력, S400

지원하지 않음

유선 LAN 지원하지 않음

모니터링/내장 마이크 & LED

뷰파인더/LCD 3.5 타입 컬러 LCD: 약 1.56M 화소, 16:9
3.5 타입 컬러 LCD 모니터: 약 1.56M 화소, 16:9
0.45 타입 컬러 LCD: 0.40M 화소, 16:9

0.5 타입 컬러 OLED: 2.36M 화소
3.5 타입 컬러 LCD 모니터: 16:9, 1.56M 화소

내장 마이크

내장 LED 조명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지원하지 않음

미디어

내부 메모리/유형 ExpressCard/34슬롯(x2)
ExpressCard/34슬롯(x2)
프록시용 SD/SDHC(x1)

ExpressCard/34슬롯(x2)
(XAVC/MPEG2/AVCHD/DV용)
SD/SDHC(x1) (프록시용)*, SD/SDHC(x1) (유틸리티용)

일반 사항

배터리 유형 BP-U

배터리 작동 시간

약 216분(BP-U90 배터리 사용 시)
(뷰파인더 사용, I/O Select 끔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약 270분(BP-U90 배터리 사용 시)
(LCD 끔, EVF 켬, I/O Select 끔 및 무선 기능 끔 상태
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약 240분(BP-U90 배터리 사용 시)
(외부 장치 커넥터를 사용하지 않고 LCD 끔, 
EVF 켬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무선 기능 지원하지 않음
QoS 스트리밍/스트리밍/FTP/Wi-Fi 리모트 컨트롤 및 
모니터링

X180: QoS 스트리밍/스트리밍/FTP/Wi-Fi 리모트 컨트롤 및 
모니터링
X160: 지원하지 않음

NFC

GPS

중량

지원하지 않음 지원 X180 : 지원 X160 :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 X180 : 지원 X160 : 지원하지 않음

약 2.2kg(본체만) 약 2.4kg(본체만) 약 2.7kg(본체만)

치수(너비/높이/깊이)

K1: 약 275 x 239 x 384mm
(렌즈, 렌즈 후드, 뷰파인더 포함. 돌출부 제외)
K2: 약 279 × 239 × 424mm(렌즈, 렌즈 마운트 
어댑터, 렌즈 후드, 뷰파인더 포함. 돌출부 제외)

 

약 168 × 161 × 331mm
(돌출부 제외)  

약 191.5 × 201.5 × 412mm
(돌출부 제외)

PXW-X70 PXW-Z100 HXR-NX3/1

카메라 구성부

이미징 디바이스(타입)

유효 화소(비디오)

내장 광 필터

슬로우 앤 퀵 모션 기능

수퍼 슬로우 모션 기능

게인

감마 곡선

3칩 1/2.8 타입 Exmor CMOS1.0 타입 Exmor R CMOS

약 14.2M(16:9)

1/2.3 타입 Exmor R CMOS

약 8.8M 약 2.07M

Clear,1/4,1/16,1/64

지원

-3, 0, 3, 6, 9, 12,15, 18, 21, 24, 27, 30, 33dB, AGC 0, 3, 6, 9, 12,15, 18, 21, 24, 24dB, AGC

지원 지원

지원하지 않음

-6, -3, 0, 3, 6, 9, 12,15, 18, 21, 24, 27, 30dB, AGC

선택 가능 선택 가능 선택 가능

최소 조도

[60i] 3룩스(1/6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50i] 3룩스(1/5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60i] 1.7룩스(1/3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50i] 1.7룩스(1/25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12배(광학), 서보
[HD] 24배 클리어 이미지 줌,[4K] 18배 클리어 
이미지 줌(CBKZ-X70FX 사용)

f=9.3 - 111.6 mm
35mm 렌즈(16:9)로 환산 시 f=29.0 - 348.0mm

F2.8 ~ F4.5 자동/수동 선택 가능

M62mm

f=4.1 - 82.0mm
35mm 렌즈(17:9)로 환산 시 f=30.0 - 600mm
35mm 렌즈(16:9)로 환산 시 f=31.5 - 630mm

[60p] 4룩스(1/30 셔터 속도)
[50p] 3룩스(1/25 셔터 속도)

[60i] 1.2룩스(1/3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50i] 1.0룩스(1/25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60i] 0.4룩스(1/30 셔터 속도, 아이리스 자동, 게인 30dB)
[50i] 0.3룩스(1/25 셔터 속도, 아이리스 자동, 게인 30dB)

렌즈

 렌즈 마운트 고정

줌 배율 20배(광학), 서보/매뉴얼

포커스 길이
f=4.1 - 82.0 mm
35mm 렌즈(16:9)로 환산 시 f=28.8 - 576mm

아이리스

필터 직경

F1.6 ~ F11 자동/수동 선택 가능

M72 mm

입력/출력

오디오 입력

HDMI

SDI 출력

XLR 타입 3핀(암) (x2)

 출력 Type A (x1)

BNC(x1), HD/SD 전환 가능

 컴포지트 출력 컴포지트 비디오 출력(RCA 핀) BNC (x1)

GENLOCK-IN

오디오 출력

TC 입력/출력

리모트

MI 슈

헤드폰 출력

지원하지 않음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

BNC(x1), 3G/HD/SD 선택 가능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1)에 통합, 
컴포지트 1.0Vp-p, 75Ω

RCA pin

지원하지 않음 RCA 핀

스테레오 미니-미니 단자(x1)

지원하지 않음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 스테레오 미니-미니 단자 ø2.5mm(x1)

 지원 지원하지 않음

iLink 지원하지 않음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유선 LAN 지원하지 않음

모니터링/내장 마이크 & LED

 뷰파인더/LCD
0.39 타입 OLED: 약 1.44M 화소
3.5 타입 LCD 모니터: 약 1.56M 화소

0.45 타입 컬러 LCD: 약 1.23M 화소, 16:9
3.5 타입 LCD 모니터

0.45 타입 컬러 LCD: 약 1.23M 화소, 16:9
3.5 타입 컬러 LCD 모니터: 약 0.92M 화소, 16:9

내장 마이크

내장 LED 조명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지원하지 않음 지원

미디어

내부 메모리/유형
Memory Stick Pro Duo™ 및 SD/SDHC/SDXC 
호환(x1), SD/SDHC/SDXC(x1)

XQD(x2) (XAVC용), Memory Stick Duo™ 및 
SD/SDHC/SDXC 호환(x1) (AVCHD용), 
SD/SDHC/SDXC(x1) (Utility SD 슬롯)

Memory Stick Duo™ 및 SD/SDHC/SDXC 호환(x1), 
SD/SDHC/SDXC(x1)

일반 사항

배터리 유형 InfoLITHIUM V

약 120분(NP-FV70 배터리 사용)
(LCD, XAVC 1080/60i, 50Mbps로 
레코딩하는 경우)

InfoLITHIUM L

약 410분(NP-F970 배터리 사용) (비디오 조명 끔)배터리 작동 시간
약 165분(NP-F970 배터리 사용)
(EVF 켬 상태로 레코딩하는 경우)

무선 기능 스트리밍/FTP/Wi-Fi 리모트 컨트롤 및 모니터링 Wi-Fi 리모트 컨트롤 FTP/Wi-Fi 리모트 컨트롤 및 모니터링

NFC 지원 지원하지 않음 지원

GPS 지원하지 않음

약 900g(본체만)

지원하지 않음

약 2.46kg

지원하지 않음

중량 약 2.21kg(렌즈 후드 포함)

치수(너비/높이/깊이)

Approx. 약 120.7 × 103.5 × 274.3mm
(액세서리(렌즈 후드, 대형 아이컵) 포함, 
그립 벨트 제외, 돌출부 포함)

약 189 × 193 × 362mm
(돌출부 제외)

약 174.5 × 193 × 393mm
(렌즈 후드, 아이피스 및 돌출부 포함)

 



PXW-X70 PXW-Z100 HXR-NX3/1

카메라 구성부

이미징 디바이스(타입)

유효 화소(비디오)

내장 광 필터

슬로우 앤 퀵 모션 기능

수퍼 슬로우 모션 기능

게인

감마 곡선

3칩 1/2.8 타입 Exmor CMOS1.0 타입 Exmor R CMOS

약 14.2M(16:9)

1/2.3 타입 Exmor R CMOS

약 8.8M 약 2.07M

Clear,1/4,1/16,1/64

지원

-3, 0, 3, 6, 9, 12,15, 18, 21, 24, 27, 30, 33dB, AGC 0, 3, 6, 9, 12,15, 18, 21, 24, 24dB, AGC

지원 지원

지원하지 않음

-6, -3, 0, 3, 6, 9, 12,15, 18, 21, 24, 27, 30dB, AGC

선택 가능 선택 가능 선택 가능

최소 조도

[60i] 3룩스(1/6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50i] 3룩스(1/5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60i] 1.7룩스(1/3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50i] 1.7룩스(1/25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12배(광학), 서보
[HD] 24배 클리어 이미지 줌,[4K] 18배 클리어 
이미지 줌(CBKZ-X70FX 사용)

f=9.3 - 111.6 mm
35mm 렌즈(16:9)로 환산 시 f=29.0 - 348.0mm

F2.8 ~ F4.5 자동/수동 선택 가능

M62mm

f=4.1 - 82.0mm
35mm 렌즈(17:9)로 환산 시 f=30.0 - 600mm
35mm 렌즈(16:9)로 환산 시 f=31.5 - 630mm

[60p] 4룩스(1/30 셔터 속도)
[50p] 3룩스(1/25 셔터 속도)

[60i] 1.2룩스(1/30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50i] 1.0룩스(1/25 셔터 속도, 아이리스/게인 자동)
[60i] 0.4룩스(1/30 셔터 속도, 아이리스 자동, 게인 30dB)
[50i] 0.3룩스(1/25 셔터 속도, 아이리스 자동, 게인 30dB)

렌즈

 렌즈 마운트 고정

줌 배율 20배(광학), 서보/매뉴얼

포커스 길이
f=4.1 - 82.0 mm
35mm 렌즈(16:9)로 환산 시 f=28.8 - 576mm

아이리스

필터 직경

F1.6 ~ F11 자동/수동 선택 가능

M72 mm

입력/출력

오디오 입력

HDMI

SDI 출력

XLR 타입 3핀(암) (x2)

 출력 Type A (x1)

BNC(x1), HD/SD 전환 가능

 컴포지트 출력 컴포지트 비디오 출력(RCA 핀) BNC (x1)

GENLOCK-IN

오디오 출력

TC 입력/출력

리모트

MI 슈

헤드폰 출력

지원하지 않음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

BNC(x1), 3G/HD/SD 선택 가능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1)에 통합, 
컴포지트 1.0Vp-p, 75Ω

RCA pin

지원하지 않음 RCA 핀

스테레오 미니-미니 단자(x1)

지원하지 않음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에 통합 스테레오 미니-미니 단자 ø2.5mm(x1)

 지원 지원하지 않음

iLink 지원하지 않음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유선 LAN 지원하지 않음

모니터링/내장 마이크 & LED

 뷰파인더/LCD
0.39 타입 OLED: 약 1.44M 화소
3.5 타입 LCD 모니터: 약 1.56M 화소

0.45 타입 컬러 LCD: 약 1.23M 화소, 16:9
3.5 타입 LCD 모니터

0.45 타입 컬러 LCD: 약 1.23M 화소, 16:9
3.5 타입 컬러 LCD 모니터: 약 0.92M 화소, 16:9

내장 마이크

내장 LED 조명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지원하지 않음 지원

미디어

내부 메모리/유형
Memory Stick Pro Duo™ 및 SD/SDHC/SDXC 
호환(x1), SD/SDHC/SDXC(x1)

XQD(x2) (XAVC용), Memory Stick Duo™ 및 
SD/SDHC/SDXC 호환(x1) (AVCHD용), 
SD/SDHC/SDXC(x1) (Utility SD 슬롯)

Memory Stick Duo™ 및 SD/SDHC/SDXC 호환(x1), 
SD/SDHC/SDXC(x1)

일반 사항

배터리 유형 InfoLITHIUM V

약 120분(NP-FV70 배터리 사용)
(LCD, XAVC 1080/60i, 50Mbps로 
레코딩하는 경우)

InfoLITHIUM L

약 410분(NP-F970 배터리 사용) (비디오 조명 끔)배터리 작동 시간
약 165분(NP-F970 배터리 사용)
(EVF 켬 상태로 레코딩하는 경우)

무선 기능 스트리밍/FTP/Wi-Fi 리모트 컨트롤 및 모니터링 Wi-Fi 리모트 컨트롤 FTP/Wi-Fi 리모트 컨트롤 및 모니터링

NFC 지원 지원하지 않음 지원

GPS 지원하지 않음

약 900g(본체만)

지원하지 않음

약 2.46kg

지원하지 않음

중량 약 2.21kg(렌즈 후드 포함)

치수(너비/높이/깊이)

Approx. 약 120.7 × 103.5 × 274.3mm
(액세서리(렌즈 후드, 대형 아이컵) 포함, 
그립 벨트 제외, 돌출부 포함)

약 189 × 193 × 362mm
(돌출부 제외)

약 174.5 × 193 × 393mm
(렌즈 후드, 아이피스 및 돌출부 포함)

 



전체 라인업

카메라 구성부

이미징 디바이스(타입) 1.0 타입 Exmor R CMOS 1/3.95 타입 Exmor R CMOS

유효 화소(비디오) 약 14.2M(16:9)/약 10.6M(4:3) 약 6.14M(16:9)

내장 광 필터 끔: Clear, 1: 1/4ND, 2: 1/16ND, 3: 1/64ND 지원하지 않음

슬로우 앤 퀵 모션 기능 지원 지원하지 않음

수퍼 슬로우 모션 기능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게인 -3, 0, 3, 6, 9, 12,15, 18, 21, 24, 27, 30, 33dB, AGC 0, 3, 6, 9, 12, 15, 18, 21, 24, 27, 30, 33dB, AGC

감마 곡선 선택 가능 지원하지 않음

최소 조도 1.7룩스(LOW LUX 모드)

[60i] 1.6룩스(MAN 설정: SS 1/30초, 아이리스 F1.8, 게인 33dB)
[60i] 0.8룩스(MAN 설정: SS 1/15초, 아이리스 F1.8, 게인 33dB)
[50i] 1.4룩스(MAN 설정: SS 1/25초, 아이리스 F1.8, 게인 33dB)
[50i] 0.7룩스(MAN 설정: SS 1/12초, 아이리스 F1.8, 게인 33dB)

렌즈

렌즈 마운트 고정 고정  

줌 배율 12배(광학), 24배 클리어 이미지 줌, 서보 12배(광학), 24배 클리어 이미지 줌, 200배 디지털 줌, 서보/매뉴얼

포커스 길이
f = 9.3 - 111.6 mm
35mm 렌즈로 환산 시 f = 29.0 - 348.0mm(16:9)

f = 2.9-34.8 mm
35mm 렌즈로 환산 시 f = 26.8 -321.6mm(16:9)

아이리스

필터 직경

F2.8 ~ F4.5 자동/수동 선택 가능 F1.8 ~ F3.4 자동/수동 선택 가능

M62 mm M37 mm

입력/출력

오디오 입력

HDMI 출력

XLR 타입, 3핀(암) (×2) 지원하지 않음

Type A(x1)  

SDI 출력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컴포지트 출력

GENLOCK-IN

오디오 출력

TC 입력/출력

리모트

MI 슈

헤드폰 출력

iLink

BNC (x1)  

RCA 핀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지원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유선 LAN
 

모니터링/내장 마이크 & LED

뷰파인더/LCD
0.24 타입 LCD: 약 1.56M 화소.
3.5 타입 LCD 모니터: 약 1.56M 화소.

0.39 타입 OLED: 약 1.44M 화소
3.0 타입 LCD 모니터: 약 921K 화소

 

내장 마이크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내장 LED 조명 지원

미디어

내부 메모리/유형
Memory Stick Pro Duo™ 및 SD/SDHC/SDXC 호환(x1), 
SD/SDHC/SDXC(x1)

플래시 메모리 32GB
Memory Stick Pro Duo™ 및 SD/SDHC/SDXC 호환(x1)

일반 사항

배터리 유형 InfoLITHIUM L

배터리 작동 시간
약 345분(NP-F770 배터리 사용)
(LCD, AVCHD 1080/60i FX로 레코딩하는 경우)

무선 기능

NFC

GPS

중량

지원하지 않음 Wi-Fi 리모트 컨트롤

약 285분(NP-F570 배터리 사용)
(비디오 조명 끔)

지원하지 않음 지원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약 1.90kg(본체)
약 2.10g(렌즈 후드, 아이컵, NP-F770 배터리 포함)

약 2.80kg(본체)

치수(너비/높이/깊이)
약 171.3 × 187.8 × 371.3mm
(액세서리(렌즈 후드, 대형 아이컵) 포함, 그립 벨트 제외, 돌출부 포함) 약 265.0 × 235.0 × 455.0 mm(본체)

HXR-NX100 HXR-MC2500



카메라 구성부

이미징 디바이스(타입) Exmor Super35 CMOS Exmor Super35 CMOS Exmor Super35 CMOS Exmor APS HD CMOS

유효 화소(비디오)
약 8.3M(16:9)
약 8.4M(17:9)

약 8.3M(16:9)
약 8.4M(17:9)

약 8.3M(16:9)
약 8.4M(17:9)

약 13.6M(16:9)

내장 광 필터 Clear, 1/4, 1/16, 1/64 Clear, 1/4, 1/16, 1/64, 가변(1/4 ~ 1/128) Clear, 1/4, 1/16, 1/64 지원하지 않음

슬로우 앤 퀵 모션 기능 지원 지원 지원 지원하지 않음

수퍼 슬로우 모션 기능

[60i]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20, 240, 480, 960fps
[50i]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00, 200, 400, 800fps

[60i]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20, 240, 480, 960fps
[50i] 프레임 레이트 선택 가능
100, 200, 400, 800fps

XAVC-I 모드 1920x1080: 1 ~ 180프레임
(59.94p, 29.97p, 23.98p), 1 ~ 150프레임
(50P, 25P) 지원하지 않음

게인

감마 곡선 

-3, 0, 3, 6, 9, 12, 18 dB, AGC 0, 3, 6, 9, 12, 15, 18, 24, 27, 30 dB, AGC 0, 3, 6, 9, 12, 15, 18, 24, 27, 30 dB, AGC 0, 3, 6, 9, 12, 15, 18, 24, 27, 30 dB, AGC

선택 가능

최소 조도
0.7룩스(+18dB, 23.98p, 셔터 끔, ND Clear, 
F1.4)

0.16룩스 [60i](IRIS F1.4, 게인 자동, 셔터 속도 1/24)
0.18룩스 [50i](IRIS F1.4, 게인 자동, 셔터 속도 1/25)
1.28룩스 [60i](IRIS F4.0, 게인 자동, 셔터 속도 1/24)
1.40룩스 [50i](IRIS F4.0, 게인 자동, 셔터 속도 1/25)

60i] 1.2룩스(SELP18200 렌즈, 1/24 셔터 속도, 
자동 아이리스, 자동 게인)
[50i] 1.5룩스(SELP18200 렌즈, 1/25 셔터 속도, 
자동 아이리스, 자동 게인) [50i]

[60i] 4룩스(SELP18200 렌즈, 1/24 셔터 속도, 
자동 아이리스, 자동 게인)
[50i] 4룩스(SELP18200 렌즈, 1/25 셔터 속도, 
자동 아이리스, 자동 게인)

렌즈

렌즈 마운트

줌 배율

E 마운트

포커스 길이

아이리스

필터 직경

입력/출력

오디오 입력

HDMI 출력

XLR 타입 3핀(암) (x2)

Type A (x1)

SDI 출력 BNC(x2), 3G-SDI/HD-SDI로 전환 가능
BNC 타입(x1), SD/HD/3G(Level-B) 선택 
가능

BNC (x1), 3G/HD/SD

컴포지트 출력

GENLOCK-IN

오디오 출력

TC 입력/출력

리모트

MI 슈

헤드폰 출력

iLink

지원하지 않음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x1)에 통합 RCA 핀(x1) RCA 핀(x1)

옵션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멀티/마이크로 USB 단자(x1)에 통합

스테레오 미니 단자(x1)

RCA 핀(x2)

옵션 지원하지 않음

스테레오 미니-미니 단자(ø2.5mm) (x1)

지원 지원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유선 LAN 지원하지 않음
LAN 단자
100BASE-TX/10BASE-T

지원하지 않음

모니터링/내장 마이크 & LED

뷰파인더/LCD 3.5 타입 LCD 모니터, 약 1.56M 화소 0.39 타입 OLED, 약 1.44M 화소
3.5 타입 LCD 모니터, 약 1.56M 화소

3.5 타입 LCD 모니터, 약 0.921M 화소

내장 마이크 무지향성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지원하지 않음
무지향성 스테레오 일렉트릿 콘덴서 
마이크

내장 LED 조명 지원하지 않음

미디어

내부 메모리/유형
XQD 카드 슬롯(x2), 구성 데이터 저장용 
SD 카드 슬롯(x1)

Memory Stick Pro Duo™ 및 SD/SDHC/
SDXC 호환(x1), SD/SDHC/SDXC(x1)

Memory Stick Pro Duo™ 및 SD/
SDHC/SDXC 호환(x1), 플래시 메모리 
유닛(HXR-FMU128)

Memory Stick Pro Duo™ 및 SD/
SDHC/SDXC 호환(x1), 플래시 메모리 
유닛(HXR-FMU128)

일반 사항

배터리 유형 BP-U BP-U InfoLITHIUM L

배터리 작동 시간

약 3시간(BP-U90 배터리 사용 시)
(XAVC-I QFHD 59.94p, SELP28135G 렌즈, 
뷰파인더 켬, 외부 장치 사용 안 함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약 280분[60i], 약 285 분[50i](BP-U90 
배터리 사용 시) (LCD 켬, EVF 끔, 
외부 장치 사용 안 함 상태에서 레코딩하는 
경우)

약 160분(NP-F970 사용 시)[60i], 
약 180분(NP-F970 사용 시)[50i]

약 540분(NP-F970 배터리 사용 시)

무선 기능 Wi-Fi 리모트 컨트롤
스트리밍/FTP/Wi-Fi 리모트 컨트롤 및 
모니터링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NFC

GPS

중량

지원 지원 지원하지 않음 지원하지 않음

지원 지원(향후 업그레이드 후) 지원하지 않음 지원

약 2.0kg(본체만)
 

약 830g(본체만)
 

약 1680g(본체만) 약 1720g(본체만)

치수(너비/높이/깊이)
Approx. 약 156 x 239 x 247mm
(돌출부를 제외한 본체)

 

 
Approx. 약 111.3 × 128.7 × 172.4mm
(돌출부를 포함한 본체만)

 

 
약 145 x 178.5 x 253.5mm
(본체만)

약 142.5 x 203 x 429.5mm
(돌출부 포함)

 

PXW-FS7/FH7K PXW-FS5/FS5K NEX-FS700R/RH NEX-EA50M/H (단종)



전체 라인업

PMW-300K1/K2
(버전 1.30 이상)

PXW-X200 PXW-X180/X160 PXW-X70 PXW-Z100 HXR-NX3/1

NTSC/PAL 
전환 가능 전환 가능 전환 불가능

레코딩 포맷(비디오)

XAVC Intra 

4096 x 2160

59.94p: 600Mbps, 50p: 500Mbps,
29.97p: 300Mbps, 25p: 250Mbps,
23.98p: 240Mbps

XAVC Intra

3840 x 2160

59.94p: 600Mbps, 50p: 500Mbps,
29.97p: 300Mbps, 25p: 250Mbps,
23.98p: 240Mbps

XAVC Intra

1920 x 1080
59.94i, 29.97p: 111Mbps, 50i, 25p: 112Mbps, 23.98p: 89Mbps

59.94p: 최대 222Mbps,
50p: 최대 185Mbps,
59.94i, 29.97p: 최대 111Mbps,
50i, 25p: 최대 112Mbps,
23.98p: 최대 89Mbps

 

 

 

 

XAVC Intra

1280 x 720
59.94p:111Mbps, 50p: 112Mbps

XAVC-Long

3840 x 2160

29.97p, 25p, 23.98p: 60Mbps
(CBKZ-X70FX 사용)

59.94p, 50p: 최대 150Mbps, 29.97p, 
25p, 23.98p: 최대 100Mbps

XAVC-Long

1920 x 1080

59.94i, 50i: 50/35/
25Mbps,
29.97p, 25p, 23.98p: 
50/35Mbps

59.94i, 50i: 50/35/25Mbps,
59.94p, 50p, 29.97p, 25p, 23.98p: 50/35Mbps

59.94p, 50p, 59.94i, 50i, 
29.97p, 25p, 23.98p: 50/
35Mbps, 59.94i, 50i: 25Mbps

 

59.94p, 50p, 59.94i, 50i, 29.97p, 
25p, 23.98p: 최대 50/35Mbps, 
59.94i, 50i: 최대 25Mbps

XAVC-Long

1280 x 720
59.94p, 50p:50Mbps 59.94p, 50p:50Mbps

XAVC S

1920 x 1080

59.94p, 50p, 29.97p, 25p,
23.98p: 50Mbps
(버전 2.0 필요)

MPEG HD422

1920 x 1080
59.94i, 50i, 29.97p, 25p, 23.98p: 50Mbps

59.94i, 50i, 29.97p, 25p, 23.98p: 
최대 50Mbps

MPEG HD422

1280 x 720
59.94p, 50p, 29.97p, 25p, 23.98p: 50Mbps

59.94p, 50p, 29.97p, 25p, 23.98p: 
최대 50Mbps

MPEG HD420

1920 x 1080
59.94i, 50i, 29.97p, 25p, 23.98p: 35Mbps

MPEG HD420

1440 x 1080

59.94i, 50i, 23.98p: 35/25Mbps, 
29.97p, 25p: 35Mbps

59.94i, 50i: 35Mbps

MPEG HD420

1280 x 720
59.94p, 50p, 29.97p, 25p, 23.98p: 35Mbps 59.94p, 50p: 35Mbps

MPEG IMX50

720 X 486
59.94i, 29.97p: 50Mbps

MPEG IMX50

720 x 576
50i, 25p: 50Mbps

AVCHD

1920 x 1080

59.94p, 50p: 28Mbps, 
59.94i, 50i, 29.97p, 25p, 
23.98p: 24Mbps

59.94p, 50p: 28Mbps, 59.94i, 
50i, 29.97p, 25p, 23.98p: 
24/17Mbps

59.94p, 50p: 28Mbps, 59.94i, 
50i, 25p
29.97p, 23.98p: 24Mbps/
17Mbps

AVCHD

1440 x 1080
59.94i, 50i: 9Mbps/5Mbps

AVCHD

1280 x 720
59.94p, 50p: 24Mbps

59.94p, 50p:
24Mbps/17Mbps/9Mbps

59.94p, 50p: 24Mbps/17Mbps/
9Mbps

59.94i(NTSC),
50i(PAL): 25Mbps

DVCAM
720 x 480

59.94i, 29.97p(NTSC): 25Mbps 59.94i(NTSC): 25Mbps 59.94i(NTSC): 25Mbps

DVCAM

720 x 576
50i, 25p(PAL): 25Mbps 50i(PAL): 25Mbps 50i(PAL): 25Mbps

PROXY H.264

1280 x 720:9Mbps,
640 x 360:3Mbps
480 x270:1Mbps,
480 x 270:500Kbps

(X180만 해당)
1280 x 720:9Mbps,
640 x 360:3Mbps,
480 x 270:1Mbps, 500Kbps

1280 x 720:9Mbps,
640 x 360:3Mbps
(버전 2.0 필요)

 

MP4

1280 x 720 29.97p(NTSC),
23.98p(NTSC),
25p(PAL): 3Mbps



HXR-NX100 HXR-MC2500 PXW-FS7/FS7K PXW-FS5/FS5K NEX-FS700R/RH NEX-EA50M/H

NTSC/PAL 
전환 가능 전환 불가능 전환 가능

레코딩 포맷(비디오)

XAVC Intra 

4096 x 2160

59.94p: 600Mbps, 50p: 500Mbps,
29.97p: 300Mbps, 25p: 250Mbps,
23.98p: 240Mbps

XAVC Intra

3840 x 2160

59.94p: 600Mbps, 50p: 500Mbps,
29.97p: 300Mbps, 25p: 250Mbps,
23.98p: 240Mbps

XAVC Intra

1920 x 1080

59.94p: 최대 222Mbps,
50p: 최대 185Mbps,
59.94i, 29.97p: 최대 111Mbps,
50i, 25p: 최대 112Mbps,
23.98p: 최대 89Mbps

 

 

 

 

XAVC Intra

1280 x 720

XAVC-Long

3840 x 2160

59.94p, 50p: 최대 150Mbps,
29.97p, 25p, 23.98p: 최대 100Mbps

29.97p, 25p, 23.98p: 100Mbps,
60Mbps

XAVC-Long

1920 x 1080

59.94p, 50p, 59.94i, 50i, 29.97p,
25p, 23.98p: 최대 50/35Mbps,
59.94i, 50i: 최대 25Mbps

59.94p, 50p, 59.94i, 50i,
29.97p, 25p, 23.98p: 50Mbps,
35Mbps
59.94i, 50i: 25Mbps

XAVC-Long

1280 x 720
59.94p, 50p: 50Mbps

XAVC S

1920 x 1080

59.94p, 50p, 29.97p, 25p,
23.98p: 50Mbps

MPEG HD422

1920 x 1080

59.94i, 50i, 29.97p, 25p, 23.98p:
최대 50Mbps

MPEG HD422

1280 x 720

59.94p, 50p, 29.97p, 25p, 23.98p:
최대 50Mbps

MPEG HD420

1920 x 1080

MPEG HD420

1440 x 1080

MPEG HD420

1280 x 720

MPEG IMX50

720 x 486

MPEG IMX50

720 x 576

AVCHD

1920 x 1080

59.94p: 28Mbps
50i/25p, 59.94i/29.97p/
23.98p: 24Mbps, 17Mbps

 

59.94p: 28Mbps
50i/25p, 59.94i/29.97p/
23.98p: 24Mbps, 17Mbps

 

59.94p, 50p: 28Mbps
59.94i, 50i, 29.97p, 25p, 23.98p:
24Mbps, 17Mbps

59.94p, 50p: 28Mbps,
59.94i, 50i, 29.97p, 25p, 23.98p: 24Mbps,
17Mbps

 

AVCHD

1440 x 1080
59.94i, 50i: 9Mbps, 5Mbp 59.94i, 50i: 9Mbps, 5Mbps

AVCHD

1280 x 720

59.94p, 50p: 24Mbps, 17Mbps,
9Mbps

59.94p, 50p: 24Mbps, 17Mbps,
9Mbps

59.94p, 50p: 24Mbps, 17Mbps,
9Mbps

59.94p, 50p: 24Mbps, 17Mbps

DVCAM
720 x 480

59.94i(NTSC): 25Mbps 59.94i(NTSC): 25Mbps
59.94i(NTSC): 
9Mbps

59.94i(NTSC): 25Mbps, 
9Mbps(평균)

DVCAM

720 x 576
50i (PAL): 25Mbps 50i (PAL): 25Mbps 50i (PAL): 9Mbps

50i(PAL): 25Mbps,
9Mbps(평균)

PROXY H.264

MP4



세 개의 ½타입 Full HD Exmor CMOS 센서(1920 x 1080)로 고해상도, 고감도, 

저노이즈 및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구현

개선된 연장 가능 숄더 패드가 기본 제공되므로, 조작자는 장시간 촬영 시에도 

언제나 편안한 촬영 자세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닛에 긴 렌즈를 도킹한 

경우에도 카메라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DI 출력 연결 라인이 2개 있으므로, 하나는 외부 레코딩 장치에 연결 하고 다른 

하나는 CBK-WA100(옵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위해 HDMI를 

통해 전문 디스플레이나 HDMI 커넥터를 탑재한 가정용 TV에 PMW-300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i.LINK 커넥터는 SP 1440(FAT)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HDV

용으로, DVCAM (FAT)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DV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력 및 출력 신호 흐름 모두 가능). 또한 PC에 직접 연결할 때는 

간편하게 USB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캠코더
K1(14배 줌 렌즈 기본 제공)/K2(16배 줌 렌즈 기본 제공)

고화질

이 캠코더의 고급 카메라 신호 처리에는 강력한 노이즈 억제 기능이 포함 됩니다. 

신호 프로세서가 프레임 영상에서 수직 및 수평 방향의 노이즈 뿐만 아니라 비디오 

프레임 간의 상관 관계 특성을 활용하여 시간 축의 노이즈 컴포넌트도 감지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노이즈를 효과적 으로 억제하여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합니다.

강력한 노이즈 억제

PMW-300은 다양한 코덱을 지원합니다. 사용자는 MPEG HD422를 사용하여 최고 

50Mbps의 Full-HD 비디오(1920 x 1080)를 레코딩 할 수 있으며 MPEG HD

™(35Mbps / 25Mbps), MPEG IMX(50Mbps) 및 DVCAM™(25Mbps) (MXF 파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PMW-300은 XAVC Intra(100Mbps) 및 XAVC Long 

GOP(50Mbps / 35Mbps / 25Mbps 데이터 속도)를 탑재하여 10비트 품질의 

풍부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포맷 및 비트 레이트 선택 가능

PMW-300은 무선 어댑터 CBK-WA100(옵션)을 사용하여 무선 조작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어댑터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원격지에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촬영 후, CBK-WA100에서 만든 프록시 파일을 원격지로 

즉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댑터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MW-300의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선 어댑터를 통한 다양한 편의 기능

편안하고 안정적인 촬영

다양한 인터페이스

3칩 | 교환식 렌즈 | EX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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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W-X200은 세 개의 ½인치 타입 Exmor Full HD(1920 x 1080) CMOS 센서를 

탑재하여 고해상도, 고감도, 저노이즈 및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합니다. 이 

이미지 센서를 통해 PXW-X200은 1080/59.94i 에서 F12, 1080/50i에서 F13이라는 

고감도를 구현합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조명 상황에서 전문적인 촬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의 감도입니다.

새로운 1/2인치 타입 3CMOS 이미지 센서

제공된 무선 LAN 모듈을 부착하기만 하면 PXW-X200에서 무선 기능을 간단히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라우터(별매)를 연결하면 프록시 또는 고해상도 

파일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으며, 촬영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편집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XW-X200에는 스트리밍 기능*1이 있습 

니다. LTE USB 모듈*2(별매)을 장착하면 원격지에서 라이브 비디오 및 오디오를 

스트리밍, 감상 및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QoS 제어 스트리밍은 버전 1.3에서 

지원됩니다.

파일 전송 및 스트리밍

*1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버전 1.2가 필요합니다.
*2 이 기능은 호환되는 모듈에서만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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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는 PXW-X200과 NFC 탑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장치 간의 근거리 무선 통신에 

사용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Google Play Store나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NFC

PXW-X200은 SDI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전문가용 제품의 

인터페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SDI 커넥터는 3G, HD 및 SD

로 전환 가능하며 1080/59.94P, 50P, 59.94i, 50i, 720/59.94P, 

50P 또는 SD 신호를 출력합니다. PXW-X200에는 단순 신호 

변환 기능이 있으므로 캠코더가 1080/59.94P(50P)로 설정되었 

어도 모니터링을 위해 1080/59.94i(50i)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PXW-X200는 HDMI를 통해 HD 디스플레이 장치에 

연결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i.LINK 커넥터는 SP 

1440(FAT)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HDV용으로, DVCAM(FAT) 

모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DV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I, HDMI 및 i.LINK

PXW-X200에서는 슬로우 앤 퀵 모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80P 및 720P 

포맷에서 모두 1fps(초당 프레임 수)에서 최대 60fps까지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하여 고품질 슬로우 모션이나 퀵 모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3

슬로우 앤 퀵 모션

PXW-X200은 소니의 유연한 멀티 인터페이스(MI) 슈를 이용하여, 호환 가능한 소니 

액세서리에 전원 공급, 신호 연결, 통합 전원 켜기/끄기 전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버전 1.2에서 지원됩니다.

멀티 인터페이스(MI)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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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타임코드 및 젠록

3.5인치 타입 QHD(960x540) 컬러 LCD 패널

PXW-X200에는 새로 개발된 17배 줌 렌즈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이 컴팩트한 바디 렌즈는 29.3mm에서 

499mm까지(35mm급) 줌할 수 있으므로 촬영 및 여러 

상황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렌즈에는 포커스, 줌, 아이리스를 개별적으로 수동 

제어하는 링이 있습니다. 각 각의 링에는 물리적 엔드 

스톱과 절대값 표시가 있어 정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1/2인치 타입 17x 줌 렌즈

PXW-X200에는 XAVC 레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MPEG-4 AVC/H.264 CODEC을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Full HD(1920 x 1080) 해상도 이미지를 압축하는 4:2:2 10비트 

샘플링을 사용합니다. XAVC에서 사용자는 IntraFrame 압축(최대 112Mbps) 또는 

고효율 Long GOP 압축(50/35/25Mbps)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XAVC Intra/Long 

GOP 외에도 PXW-X200은 MPEG-2 HD422(50Mbps), MPEG-2 HD420 

(35/25Mbps), MPEG IMX(50Mbps), DV(25Mbps)로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촬영 현장의 요구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CODEC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XAVC Long CODEC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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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 포맷 레코딩



ND 1/4 과다 노출

* 펌웨어 버전 3.0이 필요합니다.

ND 1/128 최적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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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입 3CMOS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캠코더

25x 광학 줌 G 렌즈(26mm 광각)

탁월한 소니 G 렌즈 품질과 25x 줌 광각 

26mm의 광대한 시야각(35mm 환산 시 

26mm~650mm)을 제공하는 새로운 렌즈로, 

폭넓은 촬영 상황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 

합니다. 독립적인 수동 줌 및 포커스 링과 

엔드 스톱 및 아이리스 제어 기능이 제공 

되며, 포커스 링의 슬라이드 메커니즘을 

통해 자동 포커싱과 수동 포커싱을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소니 이미지 센서, 
이미지 프로세서 및 렌즈

소니 Exmor™ 3CMOS 센서 시스템은 적색, 청색 및 녹색 컬러 채널에 대해 독립적인 

1/3 타입 CMOS 이미지 센서를 제공하며, 각각은 207만개의 유효 픽셀 수(16: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뛰어난 컬러 재현에 기여하는 고해상도 및 고감도를 제공합니다. 

정밀한 노이즈 감소와 왜곡 보정 기능을 갖춘 고급 이미지 프로세스가 첨단 방송용 

캠코더에 필적하는 이미지 품질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디테일과 텍스처를 탁월하게 

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xS, XQD, SD 메모리 카드 및 Memory Stick 지원

3.5 타입 LCD 패널 및 0.5타입 OLED 뷰파인더

XAVC 및 폭넓은 기타 레코딩 포맷과의 호환

PXW-X180 및 PXW-X160은 XAVC Intra/Long GOP 외에 MPEG2, AVCHD, DV 

포맷으로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XAVC 레코딩에는 MXF 파일 포맷을 사용하며, 

MPEG-4 AVC/H.264 코덱으로 Full HD(1920 x 1080) 해상도를 효율적으로 압축합니다. 

이미지 샘플링은 4:2:2 10비트이며 Intra-frame 압축(112Mbps) 또는 고효율 Long-GOP 

압축(50/35/25Mbps)을 사용합니다.

가변 ND 필터

ND값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필터 장치는 간단한 다이얼 조작으로 1/4ND에서 

1/128ND까지 연속적인 조정이 가능합니다. 피사계 심도 및 밝기를 조절하는 아이리스 

설정과 함께 이 고급 필터를 사용하면 주광 또는 기타 밝은 조건에서 슬로우 셔터 촬영과 

같은 촬영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ND 선택기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경우를 

위해 PXW-X180 및 PXW-X160은 연속적인 전자 제어와 표준 4위치 스위치를 모두 

제공하는 듀얼 ND 필터 제어 메커니즘을 탑재했습니다. 자동 ND 필터 기능*을 통해 

PXW-180과 PXW-X160은 ND 필터의 값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일 전송, 리모트 컨트롤 및 QoS 스트리밍을 위한 무선 기능
(PXW-X180만 해당)

Content Browser Mobile*1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촬영 전 샷의 각도 확인, 캠코더의 

레코딩 모니터링 및 조작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라우터(별매) 및 기타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면 촬영 후 파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메인 라인 레코딩과는 별도로 경량 프록시 비디오 파일을 생성하여 SD 카드에 

레코딩해서 저대역폭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클라이언트 모드*2를 사용하고 캠코더를 PWS-100RX1 네트워크 RX 

스테이션(별매)의 연결 제어 관리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소니는 경제적인 단일 3G/4G/LTE 셀룰러 채널 또는 사용자가 보유한 Wi-Fi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선명도를 대폭 개선하는 독자적인 QoS(Quality of Service)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네트워크 환경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더 나은 영상을 

제공합니다(버전 3.0 필요).

*1 펌웨어 버전 3.0이 필요합니다. Content Browser Mobile은 Google Play Store나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펌웨어 버전 3.0이 필요합니다.

멀티 인터페이스 슈

멀티 인터페이스(MI) 슈에 장착한 호환 액세서리를 

PXW-X180 또는 PXW-X160에서 제어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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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입 CMOS 컴팩트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캠코더

1.0 타입 Exmor® R CMOS 센서 – 2,000만 픽셀 해상도

1.0 타입 화소의 Exmor R CMOS 센서는 저조도 조건에서 촬영할 때도 높은 해상도와 

최소한의 노이즈를 제공합니다.

2,000만 픽셀 센서는 4K 해상도를 손쉽게 지원하며, 4K 레코딩을 위해서는 4K 

업그레이드 라이센스(CBKZ-X70FX)를 구매해야 합니다.

XAVC Long GOP(MXF)를 포함한 폭넓은 레코딩 포맷 기능

3.5 타입 LCD 패널 및 0.39 타입 OLED 뷰파인더

4가지 위치(Clear, 1/4, 1/16, 1/64) 전환 가능

HDMI 및 3G-SDI 출력 호환성

XLR 핸들 유닛

듀얼 미디어 슬롯

픽쳐 프로파일 기능

멀티 인터페이스(MI) 슈에 장착되는 호환 액세서리

4K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CBKZ-X70FX"

PXW-X70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XAVC, AVCHD 및 DV® 파일 기반 레코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XAVC로 레코딩하는 경우 MXF 파일 포맷을 

사용하여 MPEG-4 AVC/H.264 코덱으로 Full HD(1920 x 1080) 해상도를 효율적으로 

압축합니다. 이미지 샘플링은 4:2:2 10비트이며 고효율 Long-GOP 압축(50Mbps, 

35Mbps 또는 25Mbps)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AVCHD 

포맷을 레코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다양한 가전 제품과의 플레이백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CBKZ-X70FX는 PXW-X70에서 4K 레코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업그레이드 라이센스입니다. 업그레이드 

라이센스를 사용하려면 펌웨어 버전 2.0이 필요합니다.

Wi-Fi 및 리모트 컨트롤을 위한 무선 기능

스트리밍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원격지에서 볼 수 있도록 PXW-X70에서 라이브로 

이미지를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화질 메뉴 설정(9Mbps 및 3Mbps)으로 

지정되는 데이터 전송 속도는 사용되는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FTP 전송  이 기능은 PXW-X70에서 FTP 파일 전송을 지원하므로 콘텐츠 파일을 XAVC 

프록시 레코딩 기능으로 레코딩하고 XAVC(4K/HD) 및 AVCHD 포맷으로 촬영한 다른 

콘텐츠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FTP 서버에 원격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유선 LAN 연결  무선 LA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면 USB 어댑터 

케이블 "VMC-UAM2" 및 네트워크 어댑터 키트 "CBK-NA1R"(별매)을 통해 PXW-X70을 

유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여 파일을 스트리밍하거나 FTP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XAVC 프록시 레코딩  프록시 레코딩은 동일한 타임 코드 내의 높은 비트 레이트 XAVC 

포맷 대신 낮은 비트 레이트의 비디오 파일 사용을 지원합니다.

12배 광학 줌 29mm 광각 Carl Zeiss Vario-Sonnar T* 렌즈
(최대 48배 줌)

광각 29mm ZEISS Vario-Sonnar T* 렌즈는 이미지 구석구석까지 놀라운 품질을 

보장하며 12배 광학 줌 기능을 제공합니다. 줌 기능은 클리어 이미지 줌을 통해 24

배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사용하면 확대 배율을 48배까지 높여 

2,000만 픽셀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렌즈는 

광각부터 망원 촬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수준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7개의 셔터 블레이드는 멋진 배경 보케를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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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W-Z100과 FDR-AX1 비교

항목

레코딩 포맷

PXW-Z100 FDR-AX1

XAVC, AVCHD XAVC-S, AVCHD

4096 x 2160, 3840 x 2160
1920 x 1080

3840 x 2160
1920 x 1080

해상도

출력 단자 HDMI, SDI H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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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핸드헬드 메모리 캠코더

4K(4096 x 2160) 60p 촬영

캠코더는 백 일루미네이션 Exmor R CMOS 센서로 인해 4K에서도 고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880만 유효 픽셀을 사용하여 1/2.3 타입 센서가 50fps 또는 60fps에서 4K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내장된 고성능 G 렌즈는 4096 x 2160 모드에서 30mm 광각 또는 

3840 x 2160 및 1920 x 1080 모드에서 31.5mm 광각과 강력한 20배 광학 줌(35mm와 

동일)을 포함하여 최대의 촬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XAVC Long GOP 모드 및 AVCHD 포맷 지원

연장 레코딩을 위한 XAVC Long GOP(QFHD 4:2:0 8비트/Full HD 4:2:2 10비트)는 

펌웨어 업그레이드(V3.0)를 통해 지원됩니다. 또한 V4.0 펌웨어 업그레이드부터는 

소비자에게 친숙한 포맷인 AVCHD(Full HD)가 지원됩니다.

XAVC 포맷을 사용하여 600Mbps에서 4:2:2 10비트로 
4K/HD 60p를 레코딩

PXW-Z100은 XAVC 레코딩 포맷을 사용하며, HD(1920 x 1080), QFHD(3840 x 2016) 

및 4K(4096 x 2160) 비디오에 효율적인 MPEG-4 AVC/H.264 압축을 사용합니다. 

이미지 샘플링은 4K 50fps 또는 60fps 레코딩 중에 최대 비트 레이트(각각 500Mbps 

또는 600Mbps)로, 및 HD 50fps 또는 60fps 레코딩 중에 최대 비트 레이트(223Mbps)로 

각 프레임을 개별 압축하는 IntraFrame 시스템을 사용하여 4:2:2 10비트로 수행됩니다. 

XAVC 포맷은 고품질의 안전하고 문제 없는 워크플로우를 구현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고품질 오디오

PXW-Z100에는 ECM-680S/MS2/678/674/673/VG1 등의 전문 마이크 및 UWP-D11/ 

D12 등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용 XLR 커넥터가 2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4K 출력용 HDMI 인터페이스(HDMI 2.0) 및 HD 출력용 3G HD-SDI 
인터페이스

4K 호환 BRAVIA TV를 통해 원래 소니 시스템이 4K 60p/50p 영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신 펌웨어는 최신 HDMI 표준(HDMI 2.0)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므로 더 

광범위한 장치에 4K 50p/60p 출력이 가능합니다. 기타 기능에는 최대 HD 60p의 SDI

에 출력을 지원하는 3G HD-SDI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4K 레코딩 중에 HD 

출력도 지원합니다.* 4K(HDMI)와 HD(3G HD-SDI)를 동시에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Paint 기능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감마 곡선, 블랙 레벨, 스킨 디테일, 컬러 및 이미지 특성을 결정하는 

기타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설정은 다른 설정과 함께 메모리 카드에 

카메라 프로파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 카메라 셋업을 사용하는 경우 

기록된 카메라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다른 PXW-Z100에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설정하여 

품질과 이미지 톤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포커스 어시스트 기능

타임코드 IN/OUT

WiFi를 사용한 리모트 컨트롤

포커스를 정밀 조정하는 데 유용한 컬러 피킹, 원푸시 오토 포커스, 포커스 매그니 

파이어 및 오토 포커스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광각(28.8mm) 40배 클리어 이미지 줌(115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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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3CMOS 핸드헬드 캠코더

Sony 고유의 렌즈, 센서 및 LSI 기술

HXR-NX3/1의 뛰어난 이미지 재현 기술은 놀라운 이미지 품질과 광범위한 줌을 

제공하는 소니 G 렌즈에서 시작됩니다. 렌즈 뒤에는 16:9의 화면비와 207만 개의 유효 

픽셀을 제공하는 1/2.8 타입 센서 3개가 탑재된 3CMOS 센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고해상도, 고감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는 별도의 이미지 센서들이 빨간색, 

파란색, 녹색 빛을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포착함으로써 매우 사실적인 컬러를 

재현합니다. 고급 노이즈 감소 및 여러 왜곡 보정 기술이 포함된 고도의 LSI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자동으로 보정하므로 저조도에서도 선명하고 노이즈가 적은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된 이미지의 텍스처와 디테일은 놀라울 정도로 실물과 

흡사합니다.

내장 LED 비디오 조명

광범위한 촬영 상황에서 조광을 제공하여 외장 조명 장비 휴대의 필요성을 최소화 

합니다. 조도는 약 200룩스/1m(약 800룩스/0.5m)이고 빔 각도는 30°이며 색 온도는 약 

5500K입니다. XLR 커넥터를 통해 연결된 외장 

마이크를 내장 LED 조명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림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XAVC S 50Mbps

펌웨어 업데이트(v2.0)를 통해 Full HD XAVC S 

50Mbps의 더욱 높은 화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Wi-Fi 파일 전송 및 리모트 컨트롤

타임코드 및 HDMI 임베디드 타임코드 출력

듀얼 미디어 슬롯, "Simul" 또는 "Relay" 레코딩 및 독립적인 레코딩 
컨트롤

AVCHD 2.0(1080 60p) 및 DV 레코딩

일부 스마트폰 및 태블릿 컴퓨터에서는 Wi-Fi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0배 클리어 이미지 줌

광대한 28.8mm(35mm 풀 프레임 포맷과 동일) 광각 시야각과 20배 광학 줌 범위를 

제공합니다. 클리어 이미지 줌이 Super Resolution Technology를 적용하여 40배 

범위에서 뛰어난 이미지 품질을 제공합니다.

슬로우 앤 퀵 모션

Full HD 품질의 부드러운 슬로우 또는 퀵 모션을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포맷을 23.98p로 설정하고 프레임 레이트를 60fps로 설정하면 1/2.5

배의 슬로우 모션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싶은 경우 60p

로 레코딩할 때 프레임 레이트를 1fps로 설정하면 움직임이 60배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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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ype 1/2.3-type 1/3-type 

포커스 링

줌 링

아이리스 링

0.24 타입 155만 화소 EVF AUDIO INPUT

(XLR × 2)

AUDIO OUT (RCA)

HDMI OUT

DC IN

MULTI/MICRO USB

VIDEO OUT,

컴포지트(BNC)
듀얼 메모리 카드 슬롯

헤드폰 OUT

REMOTE4단계 ND 필터

(Clear, 1/4ND, 1/16ND, 1/64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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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타입 CMOS 컴팩트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캠코더

*1  1,420만 유효 픽셀  *2  LOW LUX 모드

13.2 × 8.8mm 5.9 × 4.4mm 8.8 × 6.6mm

1.0 타입 Exmor® R CMOS 센서가 제공하는 탁월한 화질

소니의 독자적인 1.0 타입 Exmor R 백 일루미네이션 CMOS 센서는 Super 16mm 필름 

프레임과 거의 같은 크기로, 높은 해상도와 탁월한 저광량 성능, 그리고 오늘날의 

다양한 촬영 요구 사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피사계 심도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2,000

만 픽셀*1의 높은 감도와 환상적인 해상도는 놀라운 디테일과 컬러를 제공하며, 최소 

조도는 1.7룩스*2입니다.

유연한 레코딩을 위한 듀얼 미디어 슬롯

두 개의 메모리 카드 슬롯은 백업, 동시, 릴레이 및 독립 레코딩과 같은 다양한 레코딩 

옵션을 지원합니다. "SIMUL" 모드에서는 두 메모리 카드에 동시 레코딩이 가능하며 

"RELAY" 모드에서는 첫 번째 메모리 카드가 모두 찰 경우 자동으로 두 번째 메모리 

카드로 전환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캠코더의 버튼을 사용하여 각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을 독립적으로 시작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결 솔루션

NX100은 HDMI, 멀티/마이크로 USB, XLR 단자, REMOTE, 컴포지트(BNC) 및 멀티 

인터페이스(MI) 슈를 포함한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하므로 HVL-LBPC 비디오 조명 

및 UWP-D 무선 마이크 시리즈와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를 케이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레코딩 포맷

NX100은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 적합한 AVCHD 및 DV, 더욱 향상된 화질 또는 전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XAVC S 50Mbps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선택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촬영을 위한 최대 48배 줌

소니 G 렌즈는 광각 29mm 시야각에서 12배 광학 줌 기능을 제공하며, 클리어 이미지 

줌으로 Super Resolution Technology를 통해 전체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24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줌 성능은 디지털 익스텐더를 통해 어떤 지점에서든 두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최대 48배까지).

3개의 독립적인 수동 렌즈 링, 내장된 4단계 ND 필터 및 
기타 전문가용 기능

3개의 수동 렌즈 링으로 줌, 포커스 및 

아이리스의 직관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HXR- 

NX100에는 밝은 씬에서 더 효과적인 노출 및 

피사계 심도 제어를 위한 4단계 기존 기계식 ND 

필터 위치(Clear, 1/4ND, 1/16ND 및 1/64ND)와 

손쉬운 모니터링을 위한 0.24 타입 155만 화소 

EVF 및 3.5 타입 155만 화소 LC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1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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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Exmor™ R CMOS 센서 및 내장 LED 조명

HXR-MC2500은 저조도 또는 실내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고감도 

Exmor™ R CMOS 센서는 백 일루미네이션 기술을 사용하므로 이미지 센서에서 적은 

빛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최소 조도: 0.8룩스* [60i], 0.7룩스 [50i]**). 

HXR-MC2500에는 추가 조명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내장 LED 조명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32GB 내부 플래시 메모리 및 낮은 소비 전력

HXR-MC2500의 32GB 내부 플래시 메모리 스토리지 시스템으로 150분 이상의 장시간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 플래시 메모리와 MS/SD 슬롯의 메모리 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백업에 "Relay" 및 "Simultaneous" 등의 레코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ny L 시리즈 InfoLithium 배터리(예: 옵션 NP-F970)를 사용하면 HXR-MC2500에서 

최대 14시간까지 장시간 연속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26.8mm 광각 렌즈

BNC 컴포지트 단자

TC/UB 구현

멀티 인터페이스(MI) 슈

UWP-D11 무선 마이크 리시버, XLR 어댑터를 통한 XLR 오디오 입력 등의 액세서리를 

케이블 없이 사용하도록 옵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원활하게 연결하는 Wi-Fi/NFC 기능

HXR-MC2500은 Wi-Fi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모바일 장치에 

연결하여 레코딩 시작/중지, 줌 제어, 아이리스 제어, 터치 자동 포커스 등의 모니터링 

및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환되는 모바일 장치에 간편하게 

원터치 무선 연결이 가능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기능도 지원합니다.

높은 명암 비율의 144만 화소 OLED 뷰파인더 및 92만 화소의 넓은 
3인치 LCD 패널

* 수동 설정 모드: 셔터 속도 - 1/15초, F1.8, 게인 33dB
** 수동 설정 모드: 셔터 속도 - 1/12초, F1.8, 게인 3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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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4K Super35 "Exmor" CMOS 센서

FS7에는 약 1160만 개의 총 픽셀과 880만 개의 유효 픽셀로 구성된 Super 35 "Exmor" 

CMOS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의 빠른 이미지 읽기 속도를 통해 FS7

은 4K 영화 촬영과 수퍼 슬로우 모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센서는 고감도 

ISO2000 및 14스톱의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구현합니다. 픽셀 비닝이 없고,  정교한 

카메라 신호 처리를 통해 전체 픽셀 읽기가 가능해 계단 현상 및 모아레가 

최소화됩니다.

다양한 포맷 지원

FS7은 XAVC와 MPEG-2 HD 422의 두 가지 포맷을 지원하며, 적용 상황에 따라 적합한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264/MPEG-4 AVC 코덱을 통해 두 가지 XAVC 압축 

시스템(IntraFrame 및 Long GOP)이 제공됩니다. IntraFrame은 최대 600Mbps*2의 높은 

비트 레이트뿐만 아니라 4K 및 Full HD에서도 4:2:2 10비트 샘플링 레코딩을 지원 

합니다. Long GOP에서는 화질과 레코딩 시간이 균형 잡혀 있어서 50Mbps, 35Mbps 

또는 25Mbps에서 4:2:2 10비트 샘플링을 사용한 Full HD 촬영이 가능하므로, 이 포맷은 

장시간 촬영에 적합합니다. 또한 전세계 방송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MPEG2 HD 422 

레코딩 포맷도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포맷과 비트 레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시 및 릴레이 레코딩을 지원하는 2개의 XQD 미디어 슬롯

내장 멀티 인터페이스(MI) 슈

S-Gamut3.Cine/S-Log3, S-Gamut3/S-Log3 및 기타 로그 곡선에 
대한 지원

FS7은 해당 로그 감마 곡선을 S-Gamut3.Cine/S-Log3 및 S-Gamut3/S-Log3으로 

지원합니다. 18% 회색이 밝은 레벨에 설정되어 있는 점 때문에 S-Log3는 NEX-FS700 

등의 카메라에 통합된 S-log2로 얻은 1300%보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그 차이는 1.5스톱과 같습니다. 로그 감마 자체는 Cineon 로그에 

가까우므로 쉽게 수정할 수 있으며 영화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S-Gamut3.Cine

의 색영역이 디지털 시네마에서 사용되는 DCI-P3 색공간의 넓은 색영역을 재현할 수 

있다는 점과 비교하여 S-Gamut3의 색영역은 거의 모든 실제 컬러를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존용으로 적합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영화제작자와 비디오그래퍼들 

사이에서 유명한 S-log2도 지원됩니다.

수퍼 슬로우 모션을 사용한 Full HD 레코딩

FS7은 Full HD 화질의 연속 레코딩과 최대 180fps의 프레임 레이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23.98fps로 플레이백했을 때 최대 7.5배의 수퍼 슬로우 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퍼 슬로우 모션에서는 무제한 촬영을 지원하므로 시간을 잘못 맞춰서 추가 

촬영을 해야 하는 샷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서 장면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K 해상도(60fps*1) 내부 레코딩

FS7은 4K 해상도의 내부 레코딩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프레임 레이트(59.94p, 50p, 

29.97p, 25p 및 23.98p)를 지원합니다.

*1  59.94fps

*2  4K 59.94fps 레코딩 중



XDCA-FS7

VCT-FS7

포맷 해상도 랩 프레임 레이트

ProRes 422 HQ 1920 × 1080 MOV

59.94i

29.97p

23.98p

50i

25p

ProRes 422 1920 × 1080 MOV

59.94i

29.97p

23.98p

50i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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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촬영 스타일을 지원하는 유연한 설계

FS7에는 안정적인 숄더 스타일 촬영을 위한 숄더 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촬영 조건에 따라 핸디 스타일, 채스트 스타일(FS7의 뒷부분 곡면부 사용), 

트라이포드 촬영 등의 기타 지원되는 촬영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장 ND 필터 유닛

4채널 오디오 입력 및 
레코딩 지원

Clear, 1/4(2eV), 1/16(4eV) 및 1/64(6eV)

촬영 지원용 익스텐션 유닛 "XDCA-FS7"

익스텐션 유닛 "XDCA-FS7"을 PXW-FS7에 직접 연결하면 사용자의 촬영 스타일이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4K/2K RAW 레코딩을 위한 RAW 출력

젠록이 제공하는 정밀한 타임코드 동기화 기능

타임코드 입력/출력 기능

FS7의 FS RAW 인터페이스를 HXR-IFR5 인터페이스 유닛과 RAW AXS-R5 

레코더에 연결하면 외부 4K/2K RAW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환 가능한 타사 외부 레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닛으로 촬영한 

Full HD 장면은 콘텐츠의 오프라인 편집이 가능하도록 타임코드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Apple ProRes 422 레코딩 지원

FS7은 이제 ProRes 레코딩*(ProRes 422 HQ 및 ProRes 422)**을 지원하여 

ProRes 워크플로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ProRes 레코딩을 위해서는 옵션 XDCA-FS7 익스텐션 유닛 및 호환 옵션 

전원공급장치(BP-FL75 V 마운트 배터리 등)가 필요합니다.** 이 기능은 동시 

레코딩, S&Q 레코딩, 픽쳐 캐시 레코딩 또는 기타 특수 촬영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프레임 레이트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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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그립

다양한 모니터링

+
+

E 마운트 
렌즈

A 마운트 
렌즈

기타 렌즈

LA-EA4

타사 어댑터

0.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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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헬드 Super 35를 잡고 촬영

핸드헬드 카메라는 비좁은 공간에서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거나, 감각적으로 움직이거나, 어느 각도에서든 민첩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카메라는 흉부에 편안하게 대고 오른손으로 지지한 상태로 손가락으로 모두 

제어할 수 있어 촬영이 편합니다. 소니의 탁월한 PXW-FS5는 이 모든 것 이상을 

수행합니다.

최고의 이동성

FS5는 가장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계속 촬영하기 위해 FS7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본체 무게가 FS7의 절반 미만인 0.83kg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곳에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 매우 단순하고, 균형이 잘 잡히도록 섀시를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유연한 회전식 그립과 9개 위치까지 마운트할 수 있는 LCD 뷰파인더를 통해 

어느 각도에서든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유연성

소니의       마운트 시스템은 소니와 타사 렌즈와의 탁월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FS5

의 E 마운트에는 타사 어댑터를 사용하여 시네마 렌즈와 SLR 렌즈를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니의 E 마운트 및 A 마운트 렌즈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렌즈를 

구입하든, 이미 구입한 렌즈이든 관계 없이 FS5에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Std. 감마, ISO1000 F2, ND 필터 없음(Clear)

Std. 감마, ISO1000 F2, 1/128ND

ND1/128
-

10 bitFull HD

240 f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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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Super 35 Exmor® 센서

FS5는 대형 센서를 통한 4K 모션 픽쳐 촬영 및 수퍼 슬로우 모션에 필요한 탁월한 

이미지 읽기 속도를 제공하는 "Exmor" CMOS 센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컬러, 명암, XAVC 코덱

화질이 가장 중요한 경우, FS5의 Super 35 Exmor 센서를 최대한 이용하고 소니의 첨단 

XAVC(Long GOP) 레코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100Mbps 4K(3840 x 2160)로 

촬영하십시오. 나중에는 RAW를 외부적으로 레코딩하는 옵션도 생길 것입니다(상세 

내용 공개 예정). 빠르게 변환해야 하는 경우, 최대 60p XAVC 10비트 4:2:2 50Mbps에서 

레코딩하는 Full-HD(1920 x 1080)로 전환하십시오. FS5는 하루하루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프레임 레이트(HFR) 레코딩

FS5는 높은 프레임 레이트(HFR) 캐시를 제공하여 Full HD 10비트 4:2:2 화질과 최대 

240fps의 프레임 레이트로 레코딩합니다. 8초 캐시 레코딩으로 인해 시간을 잘못 맞춰서 

추가 촬영을 해야 하는 샷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정확히 원하는 지점에서 

장면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초 캐시 레코딩으로 120fps를 레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480fps 및 960fps의 더 높은 프레임 레이트도 가능합니다.

내장 전자 가변 ND 필터

FS5는 전자 가변 ND(Neutral Density) 필터가 내장된 세계 최초의 Super 35mm 

캠코더*로서, 대형 센서의 피사계 심도 성능을 더욱 개선하였습니다. 기존 광학 ND 

필터와 달리, FS5의 전자 ND 필터는 1/4ND에서 1/128ND까지 선형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S5는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 촬영에 

적합합니다. 조명 조건이 바뀜에 따라 필터를 바꿀 필요가 없으며 피사계 심도를 

제어하기 위한 가변 제어도 쉽습니다.



FS RAW 신호

FS RAW 호환 레코더

Super 35mm
23.6 × 13.3mm 17.3 × 13.0mm

* S-Log2는 10비트 레코딩용이므로 8비트 AVCHD로 레코딩하는 경우 어두운 영역의 명암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8.8 × 6.6mm 6.4 × 4.8mm

4/3" 2/3" 1/2"

프레임 레이트(60Hz)

레코딩 시간

프레임 레이트(50Hz)

레코딩 시간

120 fps 240 fps 480 fps 960 fps

16초 8초 9초 19초

100 fps 200 fps 400 fps 800 fps

19초 9초 12초 23초

1칩: Super 35mm CMOS | 4K |교환식 렌즈 | 마운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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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슬로우 모션 NXCAM 캠코더
FS700R(본체만) / FS700RH(SELP18200 렌즈 기본 제공)

4K Exmor Super35 CMOS 센서

NEX-FS700R에는 고품질 1,160만 픽셀 Exmor Super35 CMOS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는 총 4352 x 2662 픽셀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4K 크기(4096 x 2160) 

동영상 촬영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센서는 Exmor 기술을 기반으로 Full HD 

품질(1920 x 1080)에서 240fps 등의 매우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읽습니다. Exmor Super35 

CMOS 센서는 또한 총 1,100만 이상의 픽셀로 높은 감도와 신호대잡음비(S/N)를 

실현합니다. 즉, 최저 0.28룩스*1에서도 촬영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픽쳐 프로파일과 S-Log2 감마 곡선

픽쳐 프로파일을 사용하면 감마 곡선, 블랙 레벨, 컬러 및 기타 이미지 특징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NEX-FS700R에서 제공되는 감마 곡선에 S-Log2가 

추가되었습니다. S-Log2는 Exmor Super 35 CMOS 센서의 감도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된 감마 곡선입니다. 더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트 연출을 위해 S-Log2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1300%로 확장합니다. S-Log2로 촬영하면 컬러 그레이딩이 필요하긴 하지만 

관용도가 극히 넓은 레코딩 덕분에 일반적으로 뭉개지는 하이라이트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FS700R은 저/중 범위의 휘도 값에 대한 표준 ITU709 감마 곡선에 일치하지만 고휘도 

값에 대해서는 ITU709(800%)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컬러 

그레이딩으로 촬영 중에 고휘도 신호에 대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AW 레코딩 옵션

소니는 NEX-FS700R에 4096 x 2160 해상도를 자랑하는 탁월한 4K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4K RAW는 센서의 전체 해상도와 전체 노출 관용도를 제공합니다. RAW 

레코딩은 최상급의 화질과 후반 작업의 뛰어난 유연성을 위해 원본 카메라 신호의 무결성을 

보존합니다. 이제 단일 3G-SDI 연결을 통해 타사 옵션 외부 RAW 레코더에서 이 모든 

화질을 사용해서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AXS-R5 주력 RAW 레코더를 사용하려면 

인터페이스 유닛 HXR-IFR5가 필요합니다.*

Full HD 10배 수퍼 슬로우 모션

내장 ND 필터

3G HD-SDI 및 HDMI 출력

NEX-FS700R에서는 새로운 Exmor Super35 CMOS 센서가 이미지 데이터를 빠르게 읽을 

수 있어 60Hz 촬영 모드에서 120fps 또는 240fps 버스트 레코딩으로 Full HD 이미지(1920 

x 1080)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24fps로 플레이백하면 최고 품질의 아름다운 

Full HD 10배 수퍼 슬로우 모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더 빠른 고속 촬영의 경우 해상도를 

줄여 480fps 또는 960fps로 레코딩 할 수 있으므로 크리에이티브의 폭을 더욱 넓혀 

줍니다.

아래 표와 같이, 레코딩 시간은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30의 고정 셔터 속도, 자동 게인 및 F1.4의 아이리스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NEX-FS700RH에 기본 

제공되는 SEL18200 렌즈를 사용하여 1/30의 고정 셔터 속도, 자동 게인 및 자동 아이리스를 적용할 

경우는 최저 1.5룩스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HXR-IFR5 + AXR-R5 + BP-FL75



다양한 렌즈 선택을 위한     마운트 시스템

  렌즈 그룹/엘리먼트: 12 / 18
최소 포커스: 0.4m(AF) / 0.95m(MF)

필터 직경: 95mm

크기: 105mm(직경) x 162.5mm(길이)

중량: 약 1190g(트라이포드 마운트 제외)

렌즈 그룹/엘리먼트: 15/21

최소 포커스: 1.0m(광각) ~ 1.5m(망원)

필터 직경: 72mm

크기: 80mm(직경) x 175mm(길이)

중량: 약 840g(트라이포드 마운트 제외)

렌즈 그룹/엘리먼트: 10/12

최소 포커스: 0.28m

필터 직경: 72mm

크기: 78mm(직경) x 98.5mm(길이)

중량: 약 518g

  
  
  
  

FE PZ 28-135mm F4 G OSS  SELP28135G

비구면 렌즈

첨단 비구면 렌즈
ED 글라스 Super ED 글라스

비구면 렌즈

ED 글라스

 28 mm focal length 135mm 포커스 길이

이미지 중심에서의 거리(mm) 이미지 중심에서의 거리(mm)

100 100

명
암
(%
)

명
암
(%
)

80 80

60 60

40 40

20 20

0 04 48 812 1216 1620 20

(R: 방사형 타깃, T: 탄젠트 타깃)

최대 아퍼처 F8

R 10 라인 쌍/mm R 30 라인 쌍/mm R 10 라인 쌍/mm R 30 라인 쌍/mm
T 10 라인 쌍/mm T 30 라인 쌍/mm T 10 라인 쌍/mm T 30 라인 쌍/mm

Full

E
mount

Full 35mm 풀 프레임 포맷 APS-C APS-C 포맷 원형 아퍼처   글라스/ 수퍼 ED     비구면 렌즈/첨단 비구면 렌즈

 나노 AR 코팅    내부 포커스 조정  후면 포커스 조정     포커스 범위 리미터 / 전자 포커스 범위 리미터 포커스 고정 버튼 오토 클러치

+
+

  
  
  
  
  

FE 70-200 F4 G OSS  SEL70200G

Full Full

E
mount Vario-Tessar T* FE 16-35mm F4 ZA OSS  SEL1635ZE

mount

E 마운트 렌즈

A 마운트 렌즈

기타 렌즈

E 마운트 카메라

LA-EA4

타사 어댑터

  
  
  
  
  

비구면 렌즈 ED 글라스
첨단 비구면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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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마운트 렌즈 교환식 시스템

Sony E 마운트 교환식 렌즈 시스템을 사용하면 Sony 렌즈뿐만 아니라 타사 어댑터를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의 최고급 렌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최고 품질의 파워 줌 렌즈는 35mm 풀 프레임 포맷 카메라를 위한 것으로, 고해상도 

4K 포맷을 포함한 전문 영화 제작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비구면 

엘리먼트와 첨단 멀티 코팅 기술이 색수차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포커스 브리딩 및 

줌 이미지 시프트는 절대 최소치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조용한 조작이 중요하므로 

정밀하고 조용한 줌 조작을 위해 SSM(Super Sonic wave Motor) 드라이브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줌, 포커스 및 아퍼처에 대한 독립된 컨트롤 링이 처음으로        렌즈에서 

제공됩니다. 내장된 광학 SteadyShot 이미지 흔들림 방지 기능은 이 뛰어난 렌즈에 더욱 

탁월한 성능을 더합니다.



액세서리
배터리 및 충전기 BP-U 시리즈

충전 시간(근사치)

규격

단위: 분

BP-U90 BP-U60 BP-U60T BP-U30

최대 전압

공칭 전압

공칭 용량

사용 온도

16.4 V DC

14.4 V DC

85 Wh 57 Wh

-20°C to +45°C (-4°F to +113°F)

크기(너비x높이x깊이)
41.5 x 120.7 x 69.7 mm

(1 11/16 x 4 7/8 x 2 3/4 inches)
41.5 x 82.5 x 69.7 mm

(1 11/16 x 3 1/4 x 2 3/4 inches)
41.5 x 102.5 x 69.7 mm

(1 11/16 x 4 1/8 x 2 3/4 inches)
41.5 x 45.1 x 69.7 mm

(1 11/16 x 1 13/16 x 2 3/4 inches)

중량 630 g (1 lb 6 oz) 420 g (15 oz) 450 g (16 oz) 220 g (8 oz)

기본 제공 액세서리 Operating Instructions (1)

BC-U2 BC-U1

2채널 동시 배터리 충전기 배터리 충전기

•BP-U90/U60/U30 배터리 2개 동시 충전
•캠코더에 DC 전원을 공급하면서 배터리 1개 충전 가능

•BP-U90/U60/U30 배터리 1개 충전
•12V DC 전원 출력

BC-U2 BC-U1

사용 전원

소비 전력

사용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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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Wh 38 Wh

0°C to 45°C (32°F to 113°F)

크기(너비x높이x깊이)
177 x 53.2 x 137 mm 
(7 x 8 1/8 x 5 1/2 inches)

128 x 45 x 98 mm 
(5 1/8 x 1 13/16 x 3 7/8 inches)

중량

DC 출력

장착 가능 배터리 수

충전식 배터리

부속 액세서리

650 g (1 lb 7 oz) 330 g (12 oz)

12 V, 2.0 A

2

BP-U90/BP-U60/U30

Operating Instructions (1), DC output cable (1), Warranty Booklet (1)

모델명(용량)
BC-U2 BC-U1

배터리 1개 배터리 2개 배터리 1개

BP-U90 (85 Wh) 190 190 220

BP-U60 (57 Wh) 150 150 170

BP-U30 (28 Wh) 130 130 130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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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및 충전기 L / V / W 시리즈

무선 LAN비디오 조명 운반 케이스

규격

규격

배터리 L 시리즈

배터리 V 시리즈

NP-F970

전압

용량

성능

7.2 V

6300 mAh

45 Wh

NP-FV50 NP-FV70 NP-FV100A

전압

용량

성능

6.8 V 6.8 V 7.4 V

980 mAh 1960 mAh 3410 mAh

6.6 Wh 13.0 Wh 25.0 Wh

AC-VQ1051D

L 시리즈와 호환 가능한 AC 어댑터/충전기

• InfoLITHIUM™ 배터리

AC-VQV10

V 시리즈와 호환 가능한 AC 어댑터/충전기

• 빠르고 쉬운 InfoLITHIUM™ P/M/V 시리즈 
    배터리 충전

규격

NP-FW50

전압

용량

성능

7.2 V

1020 mAh

7.3 Wh

BC-TRW

W 시리즈와 호환 가능한 배터리 충전기

• 빠르고 쉬운 InfoLITHIUM™ W 시리즈 
    배터리 충전

CBK-WA100

무선 LAN 어댑터

CBK-NA1

네트워크 어댑터 키트

HVL-LBPC

배터리 비디오 조명

LCS-G1BP

소프트 휴대 케이스

CBK-WA02

5GHz/2.4GHz 무선 LAN 어댑터

      시리즈용 배터리 
 W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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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레코딩 미디어

오디오

SBP-256D/128D/64D

SxS PRO+ 메모리 카드

SBS-128/64/32G1B

SxS-1 메모리 카드

QD-G128A/64A/32A

XQD 메모리 카드

SF-G1/64/32UX2

SDXC/SDHC 메모리 카드

SF-G1/64/32/16UZ

SDXC/SDHC 메모리 카드

MS-HX32B

Memory Stick PRO-HG Duo

QDA-EX1

XQD 익스프레스 카드 
어댑터

SMAD-P3

MI SHOE ADAPTER

SMAD-P3 + URX-P03 with Camcorder

- 오디오 케이블 불필요
- 카메라*1를 통한 전원 공급
- 카메라*1에서 켜기/끄기 제어

ECM-VG1

Shotgun Microphone

ECM-MS2

Stereo Microphone

HXR-FMU128

128GB 플래시 메모리 레코딩 유닛

SBAC-US30

SxS용 USB3.0 
리더/라이터

MEAD-SD02

XDCAM용 SD 카드 
어댑터

QDA-SB1

XQD용 USB 어댑터

MRW-E80

XQD용 카드 리더

MRW-E90

XQD 및 SD용 카드 리더

UWP-D11

UTX-B03

바디팩 트랜스미터 휴대용 리시버

UWP-D16

UTX-P03 UTX-B03 URX-P03

플러그온 트랜스미터 바디팩 트랜스미터 휴대용 리시버

UWP-D12

UTX-M03URX-P03 URX-P03

핸드헬드 무선 마이크 휴대용 리시버

SBAC-UT100

SxS용 Thunder bolt2 및 
USB3.0 리더/라이터

*1 이 유닛을 지원하는 카메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니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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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R-FMU128 플래시 메모리 유닛은 NEX-FS700, NEX-FS100 및 NEX-EA50 캠코더용으로 

설계된 옵션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레코더로, 카메라 오른쪽에 손쉽게 직접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레코딩 기능은 HXR-FMU128 및 메모리 카드에 동시에 레코딩 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 유닛은 최고 HD 품질(28Mbps)에서 최대 10시간, 

24Mbps에서 최대 11시간의 긴 레코딩 시간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Catalyst Browse는 모든 Sony Pro 포맷 전용으로 사용되는 간단한 무료 보기 및 로깅 
도구입니다.

4K, RAW 및 HD 비디오에 중점을 둔 고속 프로덕션

카메라에서 포스트까지 빠르고 간단하며 안정적인 경로

Catalyst Browse

Catalyst Production Suite

Catalyst Prepare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 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creativesoftware.com/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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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Browse는 특정 장치에서 파일 모음 찾아보기, 개별 클립 상세 사항 보기, 미디어와 

연결된 메타데이터 보기 및 편집하기, 정확한 보기를 위한 소스 색공간 지원, 기본적인 컬러 

보정 및 컬러 룩, 장치에서 로컬 하드 드라이브로 복사하기, 다양한 포맷으로 파일 트랜스 

코딩하기, Sony Professional Disc용 사용할 클립 리스트 인제스트 및 내보내기 등의 간단한 

미디어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사전 제작 도우미를 통해 직관적이고 손쉬운 카메라, 데크 또는 카드 리더 탐색, 안전한 

백업을 위한 미디어 오프로드, 메타데이터 보기 및 편집, 일괄 복사, 다양한 Pro 포맷으로 일괄 

트랜스코딩, 정밀한 일차 색보정 수행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atalyst Production Suite는 강력한 미디어 준비 및 중점적인 고속 비디오 편집 기능을 통해 

비디오 프로덕션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Catalyst Prepare는 카메라에서 포스트 프로덕션 

까지의 경로를 다지며 Catalyst Edit는 불필요한 기능을 제외한 중점적인 비디오 편집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어플리케이션 모두 4K 및 Sony RAW 미디어를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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