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HF 무선 마이크 패키지

UWP-D시리즈
(UWP-D11, UWP-D12, UWP-D16)



최신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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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의 혁신 – 트루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품질 사운드와 안정적인 무선 전송을 실현한 새로운 UWP-D 시리즈 무선 마이크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UWP 시리즈는 2003년 처음 출시된 이후 ENG(Electronic News Gathering) 및 EFP(Electronic Field Production)뿐만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 스포츠 경기, 다큐멘터리와 

결혼식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품질 사운드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기술은 과도 응답 성능을 높여주며 고품질 사운드를 실현합니다.

우수한 조작성
Automatic Channel Setting 모드를 통해 채널 설정을 수행합니다.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
작은 바디 크기와 가벼운 무게를 채용한 디자인은 소형 캠코더 또는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UWP-D11 UWP-D12 UWP-D16



최신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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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P-D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트랜스미터 수신기

트랜스미터 수신기

아날로그 FM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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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출력

24비트 디지털 처리 24비트 디지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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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Clear	Channel	Scan	및	Active	Channel	Scan

	 IR	동기화

	 넓은	주파수	범위

	 사용하기	쉬운	Automatic	Channel	Setting	모드

다이나믹	응답

무선 전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운드 품질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은 필요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제공하기 위해 컴팬더를 사용합니다. 컴팬더 시스템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었지만 

사운드 품질과 과도 응답 성능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소니에서 새로 개발한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은 디지털 컴팬딩에 DSP(디지털 신호 처리)를 

사용하여 고품질 사운드를 실현합니다.

Clear Channel Scan 기능은 다른 무선 장치 또는 TV 스테이션이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검색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채널을 손쉽게 찾아 간섭 없이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tive 

Channel Scan 기능은 선택한 그룹 내의 채널 목록에서 소니 무선 송신기를 감지합니다.

수신기는 적외선(IR) 신호로 원하는 주파수를 송신기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작동 대역폭(최대 72MHz*1)은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뛰어난 이동성을 구현하며 더 많은 

채널 옵션을 제공합니다.

*1  국가 또는 주파수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모델은 국내법 허용 최대 대역폭 12.5MHz을 갖습니다.    

 (925MHz ~ 937.5MHz)

수신기에서 AUTO SET 메뉴 선택

사용 가능한 채널 스캔 및 결정

그런 다음 IR(적외선) 연결을 통해 자동으로 설정 

정보를 송신기로 전송

송신기 및 수신기의 채널 설정 완료

DSP는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시간 상수 범위를 최적화합니다. DSP는 탁월한 과도 응답 성능을 

제공합니다. 아날로그 컴팬딩 시스템은 벨 또는 티샷 소리와 같은 사운드를 정확히 재현할 수 

없지만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은 매우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P는 원본 사운드의 정확한 재현을 위해 전송 과정에서 주파수 응답의 특성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원본 사운드 아날로그 시스템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UWP-D

안테나 A

튜너 1 튜너 2

안테나 B

스위칭

수신기

레벨: 높음 레벨: 낮음

오디오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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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안정적인	수신을	위한	트루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출력	

	 출력	레벨	제어	

	 바디팩	송신기에	라인	입력	사용	가능	

	 스마트한	배터리	작동	

	 UWP	시리즈	/	WL-800	시리즈와의	호환성

일반적으로 무선 마이크 전송 시스템에서는 수신 끊김(RF 신호 드롭아웃)이 발생하지만 UWP-D 

시리즈는 이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여줍니다.

각각 RF 회로가 있는 두 개의 수신 안테나가 있는 트루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도로 안정적인 수신을 구현합니다. 두 안테나의 RF 신호가 비교되고 더 강한 신호가 자동으로 

출력용으로 선택됩니다. 휴대용 수신기의 안테나 각도도 조정 가능하므로 신호 드롭아웃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수신기에서 직접 사운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헤드폰 출력 단자가 없는 

캠코더 혹은 DSLR과 사용할 경우에 편리합니다.

±12dB의 출력 사운드 레벨을 수신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입력 레벨 조정이 불가한 

비디오 카메라와 사용 시 유용합니다.

MIC / LINE 입력 선택이 가능하고 감쇠기 조절 (볼륨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오디오 

입력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니의 디지털 컴팬더와 아날로그 

무선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DSP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UWP-D 송신기를 기존 UWP/WL-800

시리즈 수신기와 함께 사용 가능하고, 

또한 기존 UWP/WL-800 시리즈 송신기를 

UWP-D 수신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B로	전원	공급	또는	배터리	충전

DC 전원 드라이브를 장시간 용도로 활용하거나 비상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1. Ni-MH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2.

카트리지형	배터리	케이스*3

제공되는 배터리 카트리지는 소니 DWZ 시리즈와 

호환되며 쉽고 빠르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UTX-M03 제외.

*2 별매

*3 UTX-B03, UTX-P03, URX-P03에 해당.



UWP-D

SMAD-V1
V-슈 마운트 어댑터

LCS-URXP3
소프트 케이스

A-8278-057-B
마운팅 브라켓

A-8278-057-B
마운팅 브라켓

A-1528-515-A
마운팅 플레이트

LCS-URXP3
소프트 케이스

LCS-URXP3
소프트 케이스

그립 벨트에 장착

배터리 위에 장착

V-슈 마운트

직접 마운트

핸드헬드 캠코더

숄더 캠코더

SMAD-V1
V-슈 마운트 어댑터
* V-슈 부속 탈거

11.5mm
(15/32인치)

27.8mm
(1 1/8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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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CU-C31 CU-F31, F32

	 교환식	마이크	캡슐	 	 소니	UWP-D	시리즈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와	렌즈	교환식	디지털		 	
	 카메라에	이상적

	 소프트	케이스(LCS-URXP3)	연결	방법
	 플러그온	송신기를	위한	+48V	전원	

	 대형	디스플레이	및	고급	선택	메뉴	

	 작고	가볍고	견고한	디자인

제공되는 고품질 다이나믹 카디오이드 마이크 

캡슐을 핸드헬드 마이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또는 CU-C31, F31, F32와 같은 소니 DWX 마이크 

캡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사산 피치: 1.25”/28 

(31.3mm/피치 1.0mm 나사산))*1.

다이나믹 마이크뿐만 아니라 DC48V 전원이 

필요한 콘덴서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가독성이 뛰어난 LCD와 세밀하면서도 조작하기 

쉬운 상세 메뉴로 신속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UWP-D 시리즈의 모든 구성 요소(바디팩 송신기, 

핸드헬드 마이크, 플러그온 송신기 및 휴대용 

수신기)는 고강도 무선 작업에 적합한 극히 견고한 

메탈 섀시를 활용합니다. 또한 메탈 바디는 매우 

작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하여 ENG 및 EFP 

작업에 필요한 높은 이동성을 제공합니다.

*1 타사 캡슐을 사용할 경우 RFI 또는 EMF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WP-D

470 MHz ~ 542 MHz
버전

선택 가능한 주파수

버전

선택 가능한 주파수

버전

선택 가능한 주파수

버전

선택 가능한 주파수

버전

선택 가능한 주파수

버전

선택 가능한 주파수

작동 주파수

주파수는 다음과 같음

*1 566MHz ~ 608MHz 및 614MHz ~ 638MHz

566 MHz ~ 638 MHz 638 MHz ~ 694 MHz 638 MHz ~ 698 MHz 710 MHz ~ 782 MHz 794 MHz ~ 806 MHz 806 MHz ~ 810 MHz 925 MHz ~ 937 MHz

99(125kHz 단계)

KR3

KR3

UWP-D16

무지향성 
소형 마이크

마이크 홀더 클립

소프트 케이스윈드스크린

UC14 UC30 UC42

CE21 CE33 CE42 CE51

E

XLR-BMP 케이블 스테레오 
Mini-BMP 케이블

벨트 클립 슈 마운트 어댑터

UWP-D12

UWP-D11

UTX-B03 : 
바디팩 송신기

UTX-P03 : 
플러그온 송신기

URX-P03 : 
휴대용 수신기

KR3

UC14 UC30 UC42

CE21 CE33 CE42 CE51

CN38 E JBUTX-M03 : 
핸드헬드 무선 마이크 URX-P03 : 

휴대용 수신기

마이크 홀더 벨트 클립XLR-BMP 케이블

슈 마운트 어댑터

UC14 UC30 UC42

CE21 CE33 CE42 CE51

CN38 E JB KR3

UTX-B03 : 
바디팩 송신기

URX-P03 : 
휴대용 수신기

무지향성 
소형 마이크

마이크 홀더 클립

윈드스크린

XLR-BMP 
케이블

벨트 클립 슈 마운트 어댑터

스테레오 
Mini-BMP 케이블

스테레오 
Mini-BMP 케이블

6

미국, 캐나다, 남미(UC)

유럽, 중동(CE)

중국(CN)

태국, 대만, 싱가폴(E)

일본(J)

한국(KR3)

시리즈

567(125kHz 단계)
2880(25kHz 단계)

CE21 CE33 CE42
504(125kHz 단계)
2560(25kHz 단계)

441(125kHz 단계)
2240(25kHz 단계)

564(125kHz 단계)
2772(25kHz 단계)

UC14 UC30*1

517(125kHz 단계)
2541(25kHz 단계)

UC42
564(125kHz 단계)
2772(25kHz 단계)

CE51

CN38

567(125kHz 단계)
2880(25kHz 단계)

564(125kHz 단계)
2772(25kHz 단계)

94(125kHz 단계)

E

30(125kHz 단계)

JB

	 패키지	라인업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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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액세서리

UWP-D

UTX-P03 플러그온 송신기

UTX-B03 바디팩 송신기

URX-P03 휴대용 수신기

UTX-M03 핸드헬드 무선 마이크

ECM-V1BMP

LCS-URXP3

AD-RV1B2

SMAD-V1

SAD-HV1B2

ECM-X7BMP

BATC-3AA

ECM-77BMP

SMAD-P2

ECM-44BMP

BLC-BP2

ECM-166BMP

SAD-M01

ECM-FT5BMP

EC-0.46BX

ECM-LZ1UBMP

EC-0.8BM

ECM-322BMP

EC-1.5BX

ECM-HZ1U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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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 UWP / WL-800 시리즈 호환

• 견고한 컴팩트 메탈 바디

• USB로 전원 공급 또는 배터리 충전

• MIC/LINE 선택, 감쇠(볼륨) 조절 (0dB - 21dB, 3dB 단계)

• 무지향성 핀 마이크 포함

•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 유선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로 변환 (XLR 3핀)   

• UWP / WL-800 시리즈 호환

• USB로 전원 공급 또는 배터리 충전

• 견고한 컴팩트 메탈 바디

• +48V 전원

무지향성 핀 마이크

소프트 케이스

윈드스크린 팩 
(5피스)

소프트 케이스

홀더 클립 팩(4피스)

핀 마이크

배터리 케이스

무지향성 핀 마이크

슈 마운트 어댑터

무지향성 핀 마이크

벨트 클립(2피스)

단일 지향성 핀 마이크

마이크 홀더

무지향성 핀 마이크

3폴 잠금 미니 플러그 
XLR(M) 케이블

단일 지향성 핀 마이크

3폴 잠금 미니 플러그 
스테레오 미니 플러그 

무지향성 헤드셋 
마이크

3폴 잠금 미니 플러그 
XLR(F) 케이블

단일 지향성 헤드셋 
마이크

•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 단일 지향성 다이나믹 마이크: 견고한 메탈 소재 , 팝핑/윈드 노이즈   

 최소화

• UWP / WL-800 시리즈 호환

• USB로 배터리 충전

• 교환식 마이크 캡슐

• 소니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 간편한 “자동 채널 설정”

• 안정적인 신호 채택: 다이버시티 수신 시스템

• UWP / WL-800 시리즈 호환

•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출력

• 견고한 컴팩트 메탈 바디

• USB로 전원 공급 또는 배터리 충전

• 출력 사운드 레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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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X-M03 ECM-V1BMP지향성 특성 지향성 특성(1kHz)
주파수 응답 특성 주파수 응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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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기 유형

안테나 유형

배출 유형

통신 주파수

RF 출력

캡슐 유형

지향성

입력 커넥터

팬텀 전원 전압

기준 입력 레벨

최대 입력 레벨

오디오 감쇠기 조정 범위

UTX-B03 바디팩 송신기 UTX-M03 핸드헬드 무선 마이크 UTX-P03 플러그온 송신기

수정 제어 PLL 신시사이저

1/4 파장 와이어 1/4 파장 와이어(내부) 일체형

일렉트릿 콘덴서

무지향성

3폴 잠금 미니 단자

다이나믹

F3E

단일 지향성

KR3: 925.125 MHz ~ 937.500 MHz

약 10시간 (AA알카라인 배터리로 10mW 사용 시, 25°C )

10 mW / 2 mW

-

-
- XLR 3핀(암) 

- - +48 V

MIC: -60dBV(0dB 감쇠 레벨) / LINE: +4dBu - MIC: -60dBV(0dB 감쇠 레벨) / LINE: +4dBu

96dB(최대 편차, A-weighted)

약 0.35msec

32kHz / 32.382kHz / 32.768kHz

LCD

DC 3.0V(AA 알카라인 배터리 2개)

DC 5.0V(USB Micro-B)

신호 대 잡음비

오디오 지연

파일럿 톤 신호

Display

배터리 작동 시간

0°C ∼ 50°C작동 온도

-20°C ~ +55°C보관/운반 온도

약 149g(배터리 포함) 약 296g(배터리 포함)중량  약 197g(배터리 포함)

사용 전원

- 151dB SPL(21dB 감쇠 레벨) -

0dB ~ 21dB(3dB 단계): 마이크 입력 0dB ~ 21dB(3dB 단계) 0dB ~ 21dB(3dB 단계): 마이크 입력

전송: 23Hz ~ 18kHz(표준)
전송: 23Hz ~ 18kHz(표준)

캡슐 유닛: 70 Hz ~ 18 kHz
주파수 응답 전송: 23Hz ~ 18kHz(표준)

63 x 82 x 20mm(안테나 제외)(너비 x 높이 x 깊이)치수 42 x 42 x 102mm(너비 x 높이 x 깊이)

발진기 유형

수신 유형

안테나 유형

통신 주파수

주파수 응답

신호 대 잡음비

왜곡(T.H.D)

오디오 지연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출력 레벨

아날로그 출력 조정 범위

URX-P03 휴대용 수신기

수정 제어 PLL 신시사이저

트루 다이버시티

1/4 파장 와이어

KR3: 925.125 MHz ~ 937.500 MHz

23Hz ~ 18kHz(표준)

96dB(최대 편차, A-weighted)

0.9% 이하(-60dBV, 1kHz 입력)

약 0.35msec

3폴 미니 단자, 언밸런스드

-60dBV(±5kHz 편차)

-12dB ~ +12dB(3-dB 단계)

Ø3.5mm(5/32인치) 스테레오 미니 단자

5mW(16옴 부하 시)

32kHz / 32.382kHz / 32.768kHz

LCD

DC 3.0V(AA 알카라인 배터리 2개)

DC 5.0V(USB Micro-B)

약 6시간 (AA알카라인 배터리 사용 시, 25°C )

0°C ∼ 50°C

-20°C ~ +55°C

63 x 82 x 23.8 mm(안테나 제외)(너비 x 높이 x 깊이)

약 176g(배터리 포함)

모델 코드
주파수 응답

지향성

캡슐 유형

감도

다이나믹 레인지

최대 입력 음압 레벨

40 Hz ~ 20 kHz

무지향성

콘덴서

–43.0dB ±3.0dB(1kHz/Pa)

86dB 이상

120dB SPL

Mic 케이블

사용 전원

기본 제공 액세서리

ECM-V1BMP

Ø48 x 260mm(직경 / 길이)

SPECIFICATIONS

© 2014 Son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면 허가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기능 및 규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량과 치수는 모두 대략적인 값입니다. "SONY"는 Sony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재산입니다.

MK11109V1DNP14JAN

1.2m(3.9피트)

DC 5 V

윈드스크린(1)

수평 클립(1)

마이크 헤드 Ø6.8 x 19.5mm

(9/32 X 25/32인치)(직경/길이)

헤드폰 출력

헤드폰 출력 레벨

파일럿 톤 신호

Display

사용 전원

배터리 작동 시간

작동 온도

보관/운반 온도

치수

중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