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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나

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레코딩한 이미지를 컴퓨터에서 처리하려면
제공된 CD-ROM "콘텐츠 관리 유틸리티"의 "도움

말"을 참조하십시오.

이 캠코더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
타입
이 캠코더에는 "Memory Stick PRO Duo" 매체,

"Memory Stick PRO-HG Duo" 매체, 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ultiMedia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설명서에서는 "Memory Stick PRO Duo"

매체 및 "Memory Stick PRO-HG Duo" 매체

를 모두 "Memory Stick PRO Duo" 매체라고

합니다.

�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 가능 시간에 해서는

1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이 캠코더에는 최 32GB의 메모리 카드를 사

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캠코더에 사용할 수 있는 "Memory
Stick PRO Duo" 매체 타입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는 1GB 이상의 "Memory

Stick PRO Duo"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                            " 매체)*

� ("                              " 매체)

* Mark2 표시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

다.

"Memory Stick PRO Duo" 매체/"Memory Stick

PRO-HG Duo" 매체

(이 크기 사용 가능)

"Memory Stick" 매체

(이 캠코더에 사용 불가)

참고

� "Memory Stick PRO Duo" 매체는 "Memory

Stick PRO" 매체 호환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emory Stick PRO Duo" 매체 또는

"Memory Stick Duo" 매체 어댑터에 라벨 등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 "Memory Stick" 매체 호환 제품에서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

시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Memory Stick Duo" 매체 어댑터에 삽입하십

시오.

캠코더 사용
� 캠코더를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들

어 올리지 마십시오.

사용 전 확인 사항

사용 시 참고사항

렌즈 후드

내장 마이크 마이크 또는

마이크 홀더

LCD 패널

참고
�본 제품은 먼지나 물기를 차단할 수 없으며 방수

기능이 없습니다.

109페이지의 "캠코더 취급"을 참조하십시오.

�캠코더에 케이블을 연결할 때에는 단자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억지로 눌러 꽂으면 단자

가 손상되거나 캠코더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의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GPS 스위치가

ON에 설정되어 있으면 GPS 기능이 작동합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동안에는 GPS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메뉴 항목, LCD 패널, 뷰파인더 및 렌즈
�흐리게 표시된 메뉴는 현재 레코딩 또는 플레이

백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LCD 화면과 뷰파인더는 고정 기술로 제조되

어 99.99% 이상이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LCD 화면 및/또는 뷰파인더에 매우 작고 검은

점 및/또는 밝은 점(백색, 적색, 청색 또는 녹색)

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

과정의 정상적인 결과이며 레코딩에는 아무 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캠코더의 뷰파인더, 렌즈 또는 LCD 화면을

햇빛이나 강한 광선에 오랫동안 노출하지

마십시오.
�강한 광선, 특히 햇빛이 뷰파인더나 렌즈에 수렴

되어 캠코더 내부 부품이 손상됩니다. 캠코더를

보관할 때에는 햇빛이나 다른 강한 광선을 피하

십시오. 캠코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렌

즈 덮개를 닫거나 가방에 넣어 보호하십시오. 

캠코더 및 배터리 팩의 온도
�캠코더에는 캠코더 또는 배터리 팩의 온도가 안

전 작동 범위를 벗어나면 레코딩 또는 플레이백

이 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경우, LCD 화면 또는 뷰파인더에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99페이지).

레코딩 시 주의사항
�메모리 카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캠코더에

처음으로 사용할 때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는 것

이 좋습니다. 포맷을 수행하면 메모리 카드에 레

코딩된 모든 데이터는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

니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기 전에 메모리 카드

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를 컴퓨터 등의 다른 매체

에 저장하십시오.

�레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레코딩 기능을 테스트하

여 상이나 사운드가 문제 없이 레코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캠코더, 저장 매체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레코딩

또는 플레이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캠코더의

기능 제한으로 인해 이미지나 사운드가 왜곡된

경우에도 손실된 레코딩 내용 또는 레코딩 기회

에 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TV 컬러 시스템은 국가/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레코딩 내용을 TV로 보려면 NTSC 시스템 기반

TV가 필요합니다.

  
검은 점

백색, 적색, 청색 또는 녹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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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프로그램, 화, 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자

료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한 자료를 무단으로 레코딩하는 행위는 저작권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촬상 장치(CMOS 센서)가 이미지 신호를 읽는

방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촬 조건에 따라 프레임을 빠르게 지나가는 피

사체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

은 모션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 형광등 아래에서 촬 하면 화면에 가로줄이 나

타납니다. 이 현상은 셔터 속도를 조정해서 줄

일 수 있습니다(30페이지).

� 피사체를 플래시로 비추면 화면의 이미지가 가

로로 분리되어 보입니다. 이 현상은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동 상 플레이백 시 주의사항

�이 캠코더는 MPEG-4 AVC/H.264 High

Profile을 준수하여 HD 상을 레코딩합니다. 따

라서 다음과 같은 장치에서는 이 캠코더로 레코

딩한 HD 이미지를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High Profile과 호환되지 않는 기타 AVCHD 포

맷 호환 장치

�AVCHD 포맷과 호환되지 않는 장치

�이 캠코더로 레코딩한 이미지는 이 캠코더 이외

의 장치에서는 정상적으로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제품에서 레코딩한 이미지

도 이 캠코더에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D 화질로 레코딩된 디스크

이 캠코더는 HD 상을 AVCHD 포맷으로 캡처

합니다. DVD 플레이어/레코더가 AVCHD 상

이 포함된 DVD 매체를 배출하지 못하고 경고

없이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매체

는 DVD 기반 플레이어 또는 레코더에서 사용하

지 마십시오.

레코딩한 이미지 데이터를 모두 저장
이미지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레코딩

한 모든 이미지를 정기적으로 외부 매체에 저장하

십시오. 제공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컴퓨터에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

니다.

이미지가 제 로 레코딩되거나 플레이백되
지 않는 경우 [MEDIA FORMAT]을 사용
하여 레코딩 매체 포맷
장시간 동안 레코딩 매체에 레코딩과 삭제를 계속

하면 레코딩 매체의 파일이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이미지를 올바르게 레코딩 및 저장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이미지를 디스크 또는 컴퓨터와

같은 별도의 레코딩 매체에 저장하십시오(65페이

지).

폐기/양도 시 참고사항

캠코더 또는 컴퓨터에서 레코딩 매체를 포맷하거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레코딩 매체의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코

딩 매체 또는 캠코더를 양도할 때에는 데이터 복구

를 방지하기 위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레코딩 매체를 폐기할

때에는 레코딩 매체의 본체를 완전히 파기하십시

오.

캠코더 작동

SEL/PUSH EXEC 다이얼/� /� 버튼(17페이지),

� /� /� /� /EXEC 버튼(67페이지),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 MENU

항목과 같은 일부 설정을 지정할 때는 터치 패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명서

�이 설명서에서는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모두 레코딩 매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설명을 위해 사용된 LCD 화면과 뷰

파인더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로 촬 한 이미지이

며,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각 언어로 된 화면 표시는 작동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캠코더를 사용하

기 전에 스크린 언어를 변경하십시오(18페이지).

�레코딩 매체와 기타 액세서리의 디자인 및 규격

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캠코더 그림은 다른 표시가 없을 경

우 HXR-NX5N을 나타냅니다.

�이 설명서의 배터리 팩 그림은 다른 표시가 없을

경우 NP-F770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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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확인 사항 2

1단계 : 내용물 확인하기 9

2단계 : 제공된 마이크와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부착하기 10

3단계 : 배터리 팩 충전하기 12

4단계 : 캠코더 전원 켜기 및 바른 자세로 잡기 14

5단계 : LCD 패널 및 뷰파인더 조정하기 15

6단계 :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17

언어 설정 변경하기 18

7단계 :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플래시 메모리 유닛 장착하기 19

레코딩 21

레코딩 버튼/핸들 레코딩 버튼 설정 변경하기 24

HD 화질 또는 SD 화질 선택하기 24

레코딩 포맷 선택하기 25

캠코더 레코딩 설정 변경 27

줌 조정하기 27

수동으로 포커스 조정하기 28

이미지 밝기 조정하기 29

자연색으로 조정하기(화이트 밸런스) 31

화질 사용자 정의하기(픽쳐 프로파일) 33

오디오 설정 40

위치 정보 획득하기 42

SMOOTH SLOW REC 기능으로 레코딩하기 43

시간 데이터 설정하기 44

ASSIGN 버튼에 기능 지정 47

플레이백 49

정지 상 보기 51

캠코더 설정 변경/확인 53

화면 표시 변경하기 53

레코딩 데이터 표시하기(데이터 코드) 53

캠코더 설정 표시하기(상태 확인) 54

모니터 또는 TV 연결 55

시작하기

레코딩/플레이백

MODE 메뉴 사용 57

레코딩 이미지 보호(보호) 58

동 상 플레이 리스트 사용 59

플레이 리스트 만들기 59

플레이 리스트 플레이백하기 59

동 상에서 정지 상 캡처 60

동 상 분할 61

동 상 및 정지 상 삭제 62

동 상 더빙/정지 상 복사 63

동 상 더빙하기 63

정지 상 복사하기 64

레코딩 매체 포맷 65

레코딩 매체의 데이터 복구 방지 65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 복구 66

메뉴 조작 67

메뉴 항목 69

(CAMERA SET) 메뉴 71

레코딩 조건 설정(GAIN SET/BACK LIGHT/STEADYSHOT 등)

(REC/OUT SET) 메뉴 77

레코딩 설정, 입력 및 출력 설정(REC SET/VIDEO OUT)

(AUDIO SET) 메뉴 78

오디오 레코딩 설정(AUDIO FORMAT/XLR SET 등)

(DISPLAY SET) 메뉴 81

디스플레이 및 뷰파인더의 표시 설정(MARKER/VF BACKLIGHT/

DISPLAY OUTPUT 등)

(TC/UB SET) 메뉴 85

(TC PRESET/UB PRESET/TC FORMAT 등)

(OTHERS) 메뉴 86

레코딩 시 설정 또는 기타 기본 설정(AREA SET/BEEP 등)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 저장 88

편집

메뉴 사용

컴퓨터에 연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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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90

경고 표시등 및 메시지 99

동 상 레코딩 시간 101

해외에서 캠코더 사용 103

메모리 카드 및 플래시 메모리 유닛의 파일/폴더 구조 104

유지보수 및 주의사항 105

AVCHD 포맷 105

GPS 105

"Memory Stick" 매체 106

"InfoLITHIUM" 배터리 팩 108

배터리 팩 충전 109

x.v.Color 109

캠코더 취급 109

규격 113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 117

화면 표시 123

색인 125

문제 해결

기타 정보

빠른 참조

목차(계속)
시
작
하
기

캠코더와 함께 다음 품목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괄호 안의 숫자는 제공되는 품목의 개수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캠코더

에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 타입에 해서는

2페이지와 10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1단계: 내용물 확인하기

AC 어댑터/충전기(AC-VL1) (1) (12페이지)

전원 코드(주 리드선) (1) (12페이지)

HXR-NX5N:
NP-F570

무선 리모트 커맨더(RMT-845) (1) (122페이지)

버튼형 리튬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1) (55페이지)

A/V 연결 케이블(1) (55페이지)

USB 케이블(1) (88페이지)

형 아이컵(1) (16페이지)

충전식 배터리 팩(1) (12, 108페이지)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1) (11페이지)

이 렌즈 후드는 사전 장착되어 있습니다.

윈드 스크린(1), 마이크(ECM-XM1) (1) (10페이지)

액세서리 슈 키트(액세서리 슈(1),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1), 나사(4)) (1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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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용물 확인하기
(계속)

연결 코드(DK-415) (1) (13페이지)

CD-ROM "CMU (콘텐츠 관리 유틸리티)"(1)

CD-ROM "디지털 HD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설명

서"(1)

사용 설명서(2)

기본 제공된 마이크(ECM-XM1)를 사용하여 사운드

를 레코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2단계: 제공된 마이크와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부착하기

제공된 마이크 부착하기 4 마이크 케이블을 케이블 홀더[E]에 끼웁니다.

케이블을 외부 케이블 홀더에 겁니다.

PUSH(렌즈 후드 분리) 버튼.

렌즈 후드의 마크를 캠코더의 마크와 맞추고 렌

즈 후드를 화살표 방향(2)으로 잠길 때까지 돌립

니다.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를 분리하려면

PUSH(렌즈 후드 분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렌즈

후드를 그림의 화살표(2) 반 방향으로 돌립니다.

팁

� 72mm PL 필터 또는 MC 프로텍터를 부착 또

는 분리하려면 먼저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를

분리해야 합니다.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의 셔터를 열거나
닫으려면

렌즈 덮개를 열려면 렌즈 덮개 레버를 OPEN쪽으
로 올리고, 닫으려면 CLOSE쪽으로 내립니다.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부착하기

시
작
하
기

1 윈드 스크린[B]을 기본 제공된 마이크[A]에

부착합니다.

2 마이크[A]를 모델명이 위로 향하도록 마이

크 홀더[C]에 끼우고 덮개를 닫은 다음, 클

램프를 채웁니다.

3 마이크 플러그를 INPUT1 단자[D]에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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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LITHIUM" 배터리 팩(L 시리즈)은 기

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참고
� "InfoLITHIUM" 배터리 팩(L 시리즈) 이외의 배

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108페이지).

1 모드 스위치를 CHARGE에 놓습니다.

2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AC 어댑터/충전기에

연결합니다.

3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합니다.

4 배터리 팩을 AC 어댑터/충전기의 슬롯에 끼

우고 아래로 누른 다음,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밉니다.

충전 표시등이 켜지고 충전이 시작됩니다.

배터리를 충전한 후
충전 표시등이 꺼집니다(일반 충전). 충전 표시등이

꺼진 후 1시간 이상 충전을 계속하면 배터리를 조

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완전 충전).

충전이 완료되면 AC 어댑터/충전기에서 배터리 팩

을 꺼내십시오.

배터리를 충전한 후
배터리 팩을 캠코더 뒤쪽에 고 누른 상태에서 아

래로 밉니다.

참고

� 남은 배터리량은 상태 확인 기능(54페이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분리하려면
POWER 스위치를 OFF쪽으로 밉니다. BATT

RELEASE(배터리 분리) 버튼을 누르고 배터리 팩

을 분리합니다.

3단계: 배터리 팩 충전하기

충전 표시등

BATT RELEASE

(배터리 분리) 버튼

 

 

시
작
하
기

배터리 팩을 보관하려면
배터리 팩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한 후에 보관해야 합니다. 배터리 팩의

보관에 해서는 10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충전 시간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 팩을 충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분) (근사치)

배터리 팩 일반 충전 시간 완전 충전 시간

NP-F570 140 200

NP-F770 250 310

NP-F970 365 425

참고

� HXR-NX5N에는 NP-F570이 기본 제공됩니다.

� 이 캠코더에는 NP-F330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팩에 한 참고사항

� 배터리 팩을 충전하기 전에 POWER 스위치를

OFF쪽으로 미십시오.

�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배터리 정보(54페이지)

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습니다.

- 배터리 팩을 올바르게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배터리 팩이 손상된 경우

- 배터리 팩의 수명이 다한 경우

AC 어댑터/충전기를 사용하여 AC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AC 어댑터/충전기에 연

결합니다.

(2)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합니다.

(3) 연결 코드(DK-415)를 AC 어댑터/충전기에 연

결합니다.

(4) AC 어댑터/충전기의 모드 스위치를 VCR/

CAMERA에 놓습니다.

(5) 연결 코드(DK-415)의 연결부를 캠코더 뒤쪽의 배

터리 슬롯에 고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밉니다.

AC 어댑터/충전기

� AC 어댑터/충전기는 가까이 있는 콘센트에 연

결하십시오. 사용 중 캠코더가 오작동하면 벽

콘센트(벽 소켓)에서 AC 어댑터/충전기를 즉시

뽑으십시오.

� AC 어댑터/충전기를 벽과 가구 사이와 같이 좁

은 공간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 AC 어댑터/충전기의 DC 플러그 또는 배터리

단자를 금속성 물체로 단락하지 마십시오. 오작

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
전원 코드

AC 어댑터/
충전기 충전

표시등

모드 스위치

연결 코드
DK-415

외부 전원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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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배터리 팩 충전하기
(계속)

� 캠코더를 AC 어댑터/충전기로 콘센트(벽 소켓)

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전원을 끄더라도 AC 전

원(벽 콘센트)은 계속 공급됩니다.

4단계: 캠코더 전원 켜기
및 바른 자세로 잡기

레코딩 또는 플레이백하려면 POWER 스위치를

ON에 놓으십시오.

캠코더를 처음으로 사용하면 [CLOCK SET] 화면

이 나타납니다(17페이지).

1 녹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POWER 스위치

를 ON쪽으로 밉니다.

참고
� 날짜와 시간을 설정한 후([CLOCK SET], 17페

이지) 캠코더를 켜면 LCD 화면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수 초간 나타납니다.

POWER 스위치

녹색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시
작
하
기

5단계: LCD 패널 및
뷰파인더 조정하기

LCD 패널을 180도 젖힌 다음((1)), 레코딩 또는 플

레이백하기 좋은 각도로 돌립니다((2)).

팁
� LCD 화면에는 칭 이미지로 나타나지만 이미

지는 정상적으로 레코딩됩니다.

LCD 백라이트를 꺼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려면

가 나타날 때까지 DISPLAY 버튼을 수초간

누릅니다.

이 설정은 캠코더를 밝은 환경에서 사용하거나 배터

리 전원을 절약하고자 할 때 적합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해도 레코딩되는 상에는 아무 향이 없습니

다. LCD 백라이트를 켜려면 가 사라질 때까

지 DISPLAY 버튼을 수 초간 누릅니다.

또한 캠코더의 전원을 켜거나 꺼서 LCD 백라이트

를 켤 수 있습니다.

팁
� LCD 화면의 밝기는 [LCD BRIGHT] (83페이지)

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캠코더를 바른 자세로 잡습니다.

3 안정적으로 잡았으면 그립 벨트를 조입니다.

전원을 끄려면

POWER 스위치를 OFF쪽으로 밉니다.

참고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지시를 따르십

시오.

(1) 180도 젖힙니다.

(2)90도

(최 )

(3)180도

(최 )

DISPLAY 버튼

LCD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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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가시선을 움직이면 뷰파인더에서 기본색이 어른

거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

다. 어른거리는 색은 레코딩 매체에 레코딩되지

않습니다.

팁
� 뷰 파 인 더 백 라 이 트 의 밝 기 는 [VF

BACKLIGHT] (84페이지)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LCD 화면과 뷰파인더에 모두 표시하

려면 [VF POWERMODE]를 [ON]으로 설정하

십시오(84페이지).

� 이미지를 뷰파인더에 흑백으로 표시하려면 [VF

COLOR]를 [OFF]로 설정하십시오(84페이지).

뷰파인더의 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밝은 환경에서 뷰파인더의 상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제공된 형 아이컵을 사용하십시오. 형

아이컵을 부착하려면 아이컵을 약간 늘려서 뷰파인

더의 아이컵 홈에 맞춥니다. 형 아이컵은 오른쪽

또는 왼쪽을 향하도록 부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캠코더에 사전 부착되어 있는 아이컵은 분리하

지 마십시오.

5단계: LCD 패널 및 뷰파인더 조정하기(계속)

뷰파인더

뷰파인더 렌즈 조정 레버

상이 선명해질 때까지

조정합니다. 형 아이컵(기본 제공)

돌출부가 위쪽을
향하도록
부착하십시오. 시

작
하
기

6단계: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

MENU 버튼

이 캠코더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날짜와 시간을 설

정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캠

코더를 켤 때 마다 [CLOCK SET] 화면이 나타납

니다.

팁
� 캠코더를 약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내장

된 충전식 배터리가 방전되어 메모리에서 날짜

와 시간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날짜와 시간을 다시 설

정하십시오(111페이지).

시계를 처음 설정하는 경우 4단계에서 시작하십시

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을 돌려

(OTHERS)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

다.

3 SEL/PUSH EXEC 다이얼을 돌려

[CLOCK SET]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

릅니다.

4 SEL/PUSH EXEC 다이얼을 돌려 지역을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5 SEL/PUSH EXEC 다이얼을 돌려 [DST

SET]/[SUMMERTIME], [Y](년 ),

[M](월), [D](일), 시간, 분을 설정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SEL/PUSH

EXEC 다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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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 시간을 1시간 빠르게 설정하려면 [DST

SET]/[SUMMERTIME]을 [ON]으로 설정합니

다.

� 2037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정은 12:00 AM으로 설정하십시오. 정오는

12:00 PM으로 설정하십시오.

팁
� 날짜와 시간은 선택한 레코딩 매체에 자동으로

기록되며 플레이백하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DATA CODE 버튼, 53페이지).

화면 표시를 특정 언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MENU 버튼을 누르고 SEL/PUSH EXEC 다이얼

로 (OTHERS)를 선택합니다.

[LANGUAGE](86페이지)에서 스크린 언어를 선택

하십시오.

6단계: 날짜 및 시간 설정하기(계속)

언어 설정 변경하기

시
작
하
기

7단계: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플래시 메모리 유닛 장착하기

1 덮개를 화살표 방향으로 엽니다.

2 메모리 카드의 비스듬한 모서리가 그림과 같
이 향하도록 하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메
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합니다.

참고

�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

면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슬롯 또는 이미지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기 모드에서 새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면

[Create a new Image Database File.] 화면

이 나타납니다. 화면 표시를 따르고 [YES]를 누

릅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내려면
메모리 카드를 가볍게 한 번 누릅니다.

참고
� 액세스 표시등이 적색으로 켜져 있거나 깜빡이

는 것은 캠코더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고 있는

중임을 나타냅니다. 이 동안에는 캠코더를 흔들

거나 두드리거나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꺼내거나 배터리 팩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2단계에서 [Failed to create a new Image

Database File. It may be possible that

there is not enough free space.]가 나타나

면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십시오(65페이지).

�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때에는 메모

리 카드가 튀어나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

시오.

레코딩에 사용할 메모리 카드 슬롯 선택하기

레코딩할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는 메모리 카드 슬

롯의 A 또는 B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슬롯의 표

시등이 녹색으로 켜집니다.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슬롯 A와
액세스 표시등

메모리 카드 슬롯 A 버튼

메모리 카드 슬롯 B 버튼

메모리 카드 슬롯 B와
액세스 표시등

비스듬한 모서리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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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는 슬롯만 선택할 수 있

습니다.

� 메모리 카드에 동 상이 레코딩되는 동안에는

메모리 카드 슬롯 A/B 버튼을 눌러도 슬롯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팁
� 하나의 슬롯에만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는 경우

메모리 카드가 있는 슬롯이 자동으로 선택됩니

다.

� 레코딩 중 메모리 카드가 꽉 차게 되면 자동으

로 다른 슬롯에 들어 있는 메모리 카드에 레코

딩이 계속됩니다(릴레이 레코딩, 22페이지).

캠코더에 플래시 메모리 유닛 HXR-FMU128(별매)

을 장착하여 동 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1 RELEASE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민 상태
에서 플래시 메모리 유닛 단자 덮개를 제거합
니다.

2 캠코더의 마크를 플래시 메모리 유닛의 마크
에 맞추고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화살표 방향
으로 밉니다.

3 화면에 [EXT media has been
attached. It is necessary to reboot.
Execute?]가 나타나면 [YES]를 누릅니다. 

참고
� 3단계에서 [NO]를 누른 경우 캠코더의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분리하려면
캠코더의 전원을 끄고 RELEASE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민 상태에서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분리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래시

메모리 유닛 단자 덮개를 덮어 두십시오.

7단계: 메모리 카드 삽입하기/플래시 메모리 유닛 장착하기
(계속)

플래시 메모리 유닛

레
코
딩
/플

레
이
백

레코딩/플레이백

레코딩

핸들 레코딩 버튼

레코딩 표시등

레코딩 표시등

렌즈 후드

POWER 스위치

레코딩 버튼

캠코더는 메모리 카드 또는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동 상을 레코딩합니다. 동 상을 촬 하려면 다음과 같
이 하십시오.

� 이 캠코더는 HD 화질 또는 SD 화질로 동 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출고 시 설정은 HD 화질입니다

([             SET], 24페이지).

참고
� 액세스 표시등이 적색으로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것은 캠코더가 레코딩 매체에 데이터를 쓰고 있는 중

임을 나타냅니다. 캠코더를 흔들거나 두드리거나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충전기를 분리하지 마십시

오.

� 동 상 레코딩 시간에 해서는 10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이 캠코더는 약 13시간 동안 연속으로 동 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 레코딩 중 동 상 파일이 2GB를 초과하면 파일이 자동으로 나뉘어지고 새로운 파일이 생성됩니다.

� POWER 스위치를 OFF에 놓으면 메뉴 설정, PICTURE PROFILE 설정, AUTO/MANUAL 스위치로 지

정한 설정이 캠코더에 저장됩니다. 설정이 저장되는 동안에는 액세스 표시등이 켜집니다. 전원을 끄기

전에 배터리 팩 또는 AC 어댑터/충전기를 분리하면 설정이 기본 설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1 렌즈 후드의 셔터를 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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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계속)

2 녹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POWER 스위치를 ON쪽으로 밉니다.

3 레코딩 버튼 또는 핸들 레코딩 버튼을 누릅니다.

레코딩 중에는 레코딩 표시등이 켜집니다.

동 상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레코딩 버튼 또는 핸들 레코딩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팁
� HD 화질로 레코딩하는 경우 화면비는 16:9로 고정됩니다. SD 화질로 레코딩하는 경우는 화면비를 4:3

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WIDE REC], 77페이지).

� 레코딩 중에 화면 표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53페이지).

� 레코딩 중 화면에 나타나는 표시등에 해서는 12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레코딩 표시등을 계속 꺼둘 수 있습니다([REC LAMP[F]], [REC LAMP[R]], 87페이지).

� 로우 앵 레코딩에는 핸들 레코딩 버튼이 편리합니다. 핸들 레코딩 버튼을 사용하려면 HOLD 레버를

풀어 놓으십시오. 로우 앵 레코딩 중에는 LCD 패널을 위로 향하도록 놓거나 아래쪽으로 돌린 후 닫거

나 또는 뷰파인더를 들어 올리면 편리합니다.

� 레코딩된 동 상에서 정지 상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60페이지).

메모리 카드에 이어서 레코딩하려면(릴레이 레코딩)
� 메모리 카드를 A, B 두 슬롯에 각각 삽입하면 캠코더가 다른 슬롯의 메모리 카드 용량이 꽉 차기 바로

전에 메모리 카드 A(또는 B)로 전환하고 자동으로 다음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을 계속합니다.

[STBY] → [REC]

녹색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참고

� 현재 레코딩에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지 마십시오. 슬롯 표시등이 꺼져 있는 메모리 카드만

교체하십시오.

� 동 상을 레코딩하는 동안 메모리 카드 슬롯 버튼 A 또는 B를 누르더라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슬롯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 가능 시간이 1분 미만이고 다른 슬롯에 레코딩 가능한 메모리 카

드가 삽입되어 있으면 캠코더 화면에 또는 가 나타납니다. 메모리 카드가

전환되면 표시등이 꺼집니다.

� 레코딩 가능 시간이 1분 미만인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을 시작하면 캠코더에서 릴레이 레코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 없이 릴레이 레코딩을 하려면 레코딩을 시작할 때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 가

능 시간이 1분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 이 캠코더에서는 릴레이 레코딩된 동 상을 끊김 없이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제공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Windows만 해당)를 사용하여 릴레이 레코딩된 동 상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 유닛 둘 다를 사용하여 동 상을 레코딩하려면
(동시 레코딩)
이러한 레코딩 매체 둘 다에 동시에 동 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REC BUTTON SET]을 설정하여 레코딩 버튼과 핸들 레코딩 버튼 중 어느 버튼을 사용하여 어느 레코딩

매체에 레코딩할 것인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4페이지).

참고
� 슬롯 A, B의 메모리 카드에 동시에 레코딩할 수 없습니다.

팁
� 릴레이 레코딩은 다른 매체에 동시 레코딩하는 동안 작동합니다.

� 동시 레코딩 도중 사용되고 있는 레코딩 매체 중 하나가 레코딩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정지 없이 다른

레코딩 매체가 레코딩을 계속합니다.

레코딩 가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적은 공간

시작 종료

적은 공간

REC: 레코딩

  

레
코
딩
/플

레
이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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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계속)

레코딩 버튼/핸들 레코딩 버튼 설정 변경하기

HD 화질 또는 SD 화질 선택하기

레코딩 버튼 및 핸들 레코딩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시점과 다른 레코딩 매체에 레코딩을 시작 및 정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레코딩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동 상이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 유닛

에 동시에 레코딩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REC 버튼:

� HANDLE REC 버튼:

설정을 변경하려면
MENU를 누르고 SEL/PUSH EXEC 다이얼을 사용하여 (REC/OUT SET) � [REC SET] �

[REC BUTTON SET]을 선택합니다.

[REC BUTTON SET] 설정 버튼 및 레코딩 매체

REC 버튼: [      ] [        ] 두 레코딩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

HANDLE REC 유닛에 동시에 레코딩이 시작 및 정지합니다.

버튼: [      ] [        ]

REC 버튼:  [      ]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메모리 카드에, 핸들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플래시

HANDLE REC 

버튼: [        ] 메모리 유닛에 레코딩이 시작 및 정지합니다.

REC 버튼: [        ]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핸들 레코딩 버튼을

누르면

HANDLE REC 

버튼: [      ]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이 시작 및 정지합니다.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 유닛 각각에 HD 화질 또는 SD 화질로 레코딩 화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MENU를 누르고 SEL/PUSH EXEC 다이얼을 사용하여 (REC/OUT SET) � [REC SET] �

[              SET]을 선택합니다.

HD 화질로 레코딩하려면
[      /     SET]에서 [      :               :       ]를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메모리 카드 및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HD 화질로 레코딩됩니다.

SD 화질로 레코딩하려면
메모리 카드에 SD 화질로 레코딩하려면 [       /        SET]에서

[      :                :        ]를 선택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SD 화질로 레코딩하려면 [      :                :        ]를 선택합니다.

 

레
코
딩
/플

레
이
백

참고
�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SD 화질로 동시에 레코딩할 수 없습니다.

레코딩 포맷(비트 레이트, 이미지 크기, 프레임 레이트, 주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                                       ]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MENU를 누르고 SEL/PUSH EXEC 다이얼을 사용하여 (REC/OUT SET) � [REC SET] �

[REC FORMAT]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설명

설정값
예를 들어, [                   ]를 선택하면 동 상이 다음 포맷으로 레코딩됩니다.

� HD : High Definition 화질. SD는 Standard Definition 화질입니다.

� 1080 : 유효 주사선

� 60 : 프레임 레이트

� i : 주사 방식

� FX : 레코딩 모드

� 비트 레이트

FX : 최 24Mbps

FH : 약 17Mbps(평균)

HQ : 약 9Mbps(평균)

LP : 약 5Mbps(평균)

� 이미지 크기

FX : 1920×1080/1280×720

FH : 1920×1080/1280×720

HQ : HD 레코딩 1440×1080

SD 레코딩 720×480

LP: 1440×1080

� 프레임 레이트

24, 30 또는 60

� 주사 방식

i : 인터레이스

p : 프로그레시브

pSCAN:인터레이스 신호(60i)로 프로그레시브 주사 방식의

이미지를 레코딩합니다.

 

레코딩 포맷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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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프로그레시브 주사 방식을 사용하면 레코딩 모드는 FX 또는 FH로 고정됩니다.

� 레코딩 포맷이 720/60p로 또는 720/60p에서 변경되면 캠코더를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YES]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레코딩 포맷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팁

� [             SET]의 [                          ]를 선택하면 항목은 흐리게 표시됩니다./ :  : ]

레
코
딩
/플

레
이
백

캠코더 레코딩 설정 변경

천천히 줌하려면 파워 줌 레버[D]를 조금만 움직이

고, 더 빠르게 줌하려면 많이 움직이십시오.

넓은 시야: (광각)

가까운 시야: (망원)

팁
�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캠코더와 피사체 사이에

필요한 최소 거리는 광각의 경우 약 1cm, 망원

의 경우 약 80cm입니다.

� 피사체와 캠코더 사이의 거리가 80cm 이하이

면 특정 줌 위치에서 포커스가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FOCUS MACRO]를 [OFF]로 설정한 경우 줌

위치와 관계없이 80cm 이내에 있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없습니다(74페이지).

� 손가락을 파워 줌 레버[D]에 고 계십시오. 파

워 줌 레버[D]에서 손가락을 떼면 파워 줌 레버

[D]의 조작 속도가 함께 레코딩될 수 있습니다.

� 파워 줌 레버[D] 또는 핸들 줌[A]의 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SPEED ZOOM], 74페

이지).

(1) 핸들 줌 스위치[B]를 VAR 또는 FIX에 놓습니다.

팁
�핸들 줌 스위치[B]를 VAR에 놓으면 속도를

변경하면서 줌인 또는 줌아웃할 수 있습니다.

�핸들 줌 스위치[B]를 FIX에 놓으면

[HANDLE  ZOOM](74페이지)에서 설정한

고정 속도로 줌인 또는 줌아웃할 수 있습니

다.

(2) 핸들 줌 레버[A]를 눌러 줌인 또는 줌아웃합니다.

참고
�핸들 줌 스위치[B]를 OFF에 놓으면 핸들 줌 레

버[A]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핸들 줌 스위치[B]로 파워 줌 레버[D]의 줌 속도

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줌 링[C]을 돌려 원하는 속도로 줌할 수 있습니다.

정 조정도 가능합니다.

참고
�줌 링[C]을 적당한 속도로 돌리십시오. 너무 빠

르게 돌릴 경우 줌 속도가 줌 링 회전 속도보다

느려지거나 줌을 조작하는 소리가 레코딩될 수

있습니다.

줌 조정하기

파워 줌 레버 사용하기

핸들 줌 사용하기

줌 링 사용하기

27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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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조건에 따라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빗방울이 맺힌 창 뒤쪽의 피사체를 촬 하는 경우

- 가로 줄무늬를 촬 하는 경우

- 배경과의 명암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피사체를

촬 하는 경우

- 배경에 있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추려는 경우

- 삼각 를 사용하여 정적인 피사체를 촬 하려는 경우

1 레코딩 또는 기 중에 FOCUS 스위치[B]를
MAN에 놓습니다.

가 나타납니다.

2 포커스 링[A]을 돌려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포커스를 더 멀리 조정할 수 없는 경우 가

로 바뀝니다. 포커스를 더 가깝게 조정할 수 없

는 경우 가 로 바뀝니다.

팁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경우

�줌 기능을 사용하면 피사체에 포커스를 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파워 줌 레버를 T(망원)쪽으로

움직여 포커스를 조정한 다음 W(광각)쪽으로 움

직여 촬 을 위한 줌을 조정하십시오.

�피사체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촬 하려면 파워 줌

레버를 W(광각)쪽으로 움직여 이미지를 완전히

확 한 다음 포커스를 조정하십시오.

자동 조정을 복원하려면
FOCUS 스위치[B]를 AUTO에 놓습니다.

가 사라지고 오토 포커스 조정이 복원됩니다.

PUSH AUTO 버튼[C]을 누른 상태로 피사체를 촬

합니다. 이 버튼에서 손을 떼면 설정이 매뉴얼

포커스로 돌아갑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한 피사

체에서 다른 피사체로 포커스를 이동할 수 있으며,

씬이 부드럽게 전개됩니다.

참고
�다음과 같은 경우 포커스 거리 정보(어둡고 포커

스를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3초 동안 나타납

니다. 컨버전 렌즈(별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

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 FOCUS 스위치[B]를 MAN에 놓고 화면에

가 나타난 경우

- 화면에 가 표시되어 있을 때 포커스 링을

돌리는 경우

캠코더 레코딩 설정 변경(계속)

수동으로 포커스 조정하기

일시적으로 오토 포커스 사용하기
(푸시 오토 포커스)

레
코
딩
/플

레
이
백

[EXPANDED FOCUS]는 ASSIGN 7 버튼에 지정

되어 있습니다(47페이지). ASSIGN 7 버튼을 누릅

니다. [EXPANDED FOCUS]가 나타나고 화면 중

앙이 약 2.0배 확 됩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포커

스를 조정할 때 포커스 설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화면이 원래 크

기로 돌아갑니다.

참고
�이미지가 화면에 확 되어 나타나더라도 레코딩

되는 이미지는 확 되지 않습니다.

팁
�익스펜디드 포커스 중에 나타나는 확 이미지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EXPANDED

FOCUS TYPE], 82페이지).

FOCUS 스위치[B]를 INFINITY로 어 놓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매뉴얼 포커스 모드로 돌아가려면 FOCUS 스위치

[B]를 해제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가까운 피사

체에 포커스가 자동으로 맞추어졌을 때에도 멀리

있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매뉴얼 포커스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포커스 모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이미지 밝기 조정하기확 화면에서 포커스 조정하기
(익스펜디드 포커스)

원거리 피사체의 포커스 조정하기
(포커스 인피니티)

아이리스, 게인 또는 셔터 속도를 조정하거나 ND

필터[B]로 빛의 양을 감소시켜서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아이리스, 게인 및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조정하

면 백라이트 기능과 스포트라이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리스, 게인 및 셔터 속도를 모두 수동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AE SHIFT]가 일시적으로 작

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리스를 직접 조정하여 렌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를 조정해서 렌

즈의 조리개(F값)를 변경(F1.6~F11)하거나 닫을

(          ) 수 있습니다. 조리개를 열수록(F값을

줄일수록) 빛의 양이 증가합니다. 조리개를 닫을수

록(F값을 높일수록) 빛의 양이 감소합니다. 화면에

현재 F값이 나타납니다.

(1) 레코딩 또는 기 중에 AUTO/MANUAL 스위

치[H]를 MANUAL에 놓습니다.

아이리스 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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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레코딩 설정 변경(계속)

(2) 아이리스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경우 IRIS 버튼
[E]을 누릅니다.
아이리스 값 옆의 가 사라지거나 화면에 아
이리스 값이 나타납니다.

(3) 아이리스 링[A]으로 아이리스를 조정합니다.
[PUSH AUTO IRIS]를 ASSIGN 버튼 중 하나
에 지정한 경우, 해당 ASSIGN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리스가 자동으로 조정됩니
다. ASSIGN 버튼에 한 자세한 내용은 47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팁
�F값(예: F1.6)을 F3.4보다 낮게 설정하여 조리개

를 열더라도 줌 위치를 W에서 T로 변경하면 F

값이 F3.4에 가까워집니다.

�포커스의 범위는 조리개의 중요한 효과로서 피사

계 심도라고 합니다. 피사계 심도는 조리개를 열

수록 더 얕아지고 조리개를 닫을수록 더 깊어집

니다. 조리개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상에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배경을 흐리게 또는 또렷하게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를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IRIS 버튼[E]을 누르거나 AUTO/MANUAL 스위치

[H]를 AUTO에 놓으십시오.

아이리스 값이 사라지거나 아이리스 값 옆에 가

나타납니다.

참고
�AUTO/MANUAL 스위치[H]를 AUTO에 놓으면

수동으로 조정한 다른 항목(게인, 셔터 속도, 화

이트 밸런스)도 일시적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AGC(Automatic Gain Control)를 사용하지 않으

려면 게인을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레코딩 또는 기 중에 AUTO/MANUAL 스위

치[H]를 MANUAL에 놓습니다.

(2) 게인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는 경우 GAIN 버

튼[C]을 누릅니다.

게인 값 옆의 가 사라지거나 화면에 게인

값이 나타납니다.

(3) 게인 스위치[F]를 H, M 또는 L로 설정합니다.

선택한 게인 스위치 위치에 설정되어 있는 게

인 값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CAMERA

SET) 메뉴의 [GAIN SET] (71페이지)에서 각

게인 스위치 위치의 게인 값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게인을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GAIN 버튼[C]을 누르거나 AUTO/MANUAL 스위

치[H]를 AUTO에 놓으십시오. 게인 값이 사라지거

나 게인 값 옆에 가 나타납니다.

참고
�AUTO/MANUAL 스위치[H]를 AUTO에 놓으면

수동으로 조정한 다른 항목(아이리스, 셔터 속도,

화이트 밸런스)도 일시적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팁
�게인을 [-6dB]로 설정한 상태에서 HD 동 상을

레코딩하고 데이터 코드와 함께 플레이백하면 게

인 값이 [      ]로 표시됩니다.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조정해서 고정할 수 있습니

다. 셔터 속도를 조정하여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

상처럼 보이게 하거나 움직임을 강조할 수 있습

니다.

(1) 레코딩 또는 기 중에 AUTO/MANUAL 스위

치[H]를 MANUAL에 놓습니다.

(2) 셔터 속도 값이 강조 표시될 때까지 SHUTTER

SPEED 버튼[D]을 누릅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G]을 돌려 화면에

나타난 셔터 속도를 변경합니다.

셔터 속도는 1/4초 ~ 1/10000초 범위에서 조

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셔터 속도의 분모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셔터 속도를 1/100초로 설정하면 화

면에 [100]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표시된 값이

클수록 셔터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게인 조정하기

셔터 속도 조정하기

레
코
딩
/플

레
이
백

balance)

(4) SEL/PUSH EXEC 다이얼[G]을 눌러 셔터 속

도를 고정합니다.

셔터 속도를 다시 조정하려면 (2) ~ (4)단계를 수

행하십시오.

팁
�[REC SET] -> [REC FORMAT] -> [HD

1080/24p FX SD 480/24pSCAN HQ] 또는

[HD 1080/24p FH SD 480/24pSCAN HQ]

설정으로 셔터 속도를 1/3초 ~ 1/10000초 사이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셔터 속도가 느리면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캠코더를 삼각 에 장착한 상태에서

수동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형광등, 나트륨등 또는 수은등 아래에서 촬 하

면 상이 깜빡이거나 컬러가 다르게 보이거나

가로줄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셔터 속도를 조정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셔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SHUTTER SPEED 버튼[D]을 두 번 누르거나

AUTO/MANUAL 스위치[H]를 AUTO에 놓으십시

오. 셔터 속도 값이 사라지거나 셔터 속도 값 옆에

가 나타납니다.

참고
�AUTO/MANUAL 스위치[H]를 AUTO에 놓으면

수동으로 조정한 다른 항목(아이리스, 게인, 화이

트 밸런스)도 일시적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촬 환경이 너무 밝을 때 ND 필터[B]를 사용하면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 할 수 있습니다.

ND 필터 1, 2 및 3은 빛의 양을 각각 약 1/4, 1/16

및 1/64로 줄입니다.

아이리스 자동 조정 중에 가 깜빡이면 ND 필

터를 1로,       가 깜빡이면 ND 필터를 2로,

가 깜빡이면 ND 필터를 3으로 설정하십시오.

ND 필터 표시등이 깜빡임을 멈추고 화면에 표시됩

니다.

가 깜빡이면 ND 필터를 OFF로 설정하십

시오. ND 필터 아이콘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참고
�레코딩 중에 ND 필터[B]를 변경하면 상과 사

운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때는 ND 필터로 빛

의 양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ND 필터 아이

콘이 깜빡이지 않습니다.

�캠코더에서 ND 필터 위치(OFF/1/2/3)를 감지할

수 없는 경우, 화면에 가 깜빡입니다. ND 필

터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팁
�밝은 피사체를 촬 할 때 조리개를 더 많이 닫으

면 회절이 발생하여 포커스가 흐려질 수 있습니

다(비디오 카메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 ND

필터[B]는 이 현상을 억제하므로 더 좋은 레코딩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량 조정하기(ND 필터)

 

자연색으로 조정하기(화이트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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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환경의 조명 조건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조

정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값을 메모리 A(      A) 및 메모리

B(     B)에 각각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

스를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전원을 끈 후에도 값이

유지됩니다.

PRESET을 선택하는 경우 (CAMERA SET)

메뉴의 [WB PRESET]을 어떻게 설정했는가에 따

라 [OUTDOOR], [INDOOR] 또는 [MANU WB

TEMP]가 선택됩니다.

1 레코딩 또는 기 중에 AUTO/MANUAL 스
위치[D]를 MANUAL에 놓습니다.

2 WHT BAL 버튼[A]을 누릅니다.

3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스위치[B]를
PRESET/A/B 중 하나에 놓습니다.

메모리 A 또는 B에 저장된 화이트 밸런스 설

정으로 촬 하려면 A 또는 B를 선택합니다.

표시등 촬 조건

A

(메모리 A)

B

(메모리 B)

실외

([OUTDOOR])

표시등 촬 조건

실내

([INDOOR])

색온도

([MANU WB 

TEMP])

팁
�오프셋을 설정하여 실외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외)를 선택한 상태에

서 (원푸시) 버튼[C]을 누르고 SEL/PUSH

EXEC 다이얼[E]을 돌려 -7(푸른 색을 띰) ~

0(보통, 기본 설정) ~ +7(붉은 색을 띰) 범위에

서 오프셋 값을 선택합니다. 또한 메뉴([WB

OUTDOOR LEVEL], 72페이지)에서도 화이트

밸런스 오프셋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색온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WB PRESET]을

[MANU WB TEMP]로 설정하고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스위치[B]를 PRESET에 놓은 다음,

(원푸시) 버튼[C]을 누릅니다. SEL/PUSH EXEC

다이얼[E]을 돌려 화면에 원하는 색온도를 표시

한 다음, 다이얼을 눌러 색온도를 설정합니다. 또

한 메뉴([WB TEMP SET], 72페이지)에서도

색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한 화이트 밸런스 값을 A 또는
B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1) "자연색으로 조정하기(화이트 밸런스)"의 3단계

에서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스위치를 A(

A) 또는

B(      B)에 놓습니다.

(2) 피사체와 동일한 조명 조건에서 흰색 종이와 같

이 흰 피사체로 화면을 채웁니다.

(3)      (원푸시) 버튼[C]을 누릅니다.

�광원에 해 조정한 화이트

밸런스 값을 A 및 B 메모리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한 화이트 밸런스 값을 A 또

는 B 메모리에 저장하려면”

(32페이지)의 단계를 따르십

시오.

�네온 사인 또는 불꽃놀이

촬

�일몰/일출 또는 일몰 직후나

일출 직전의 촬

�주광색 컬러 형광등

�연회장같이 다양하게 바뀌

는 조명 조건에서

�촬 스튜디오와 같은 강한

조명에서

�나트륨등 또는 수은등 조명

에서

�색온도를 2300K에서

15000K까지 지정할 수 있

습니다(기본 설정은

65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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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또는 B가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합니

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완료되고 조정된 값이

A 또는 B에 저장되면 표시등이 완전히 켜

집니다.

참고
�화이트 밸런스 조정 값이 성공적으로 얻어지면

A 또는 B가 빠르게 깜빡이다가 느리게

깜빡입니다. 피사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셔터

속도를 오토 또는 1/60 정도로 설정한 다음 화이

트 밸런스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촬 조건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완료하

기 전에 다른 조작을 실행하려는 경우 화이트 밸

런스 메모리 스위치[B]를 다른 위치로 설정하면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하려면
WHT BAL 버튼[A]을 누르거나 AUTO/MANUAL

스위치[D]를 AUTO에 놓으십시오.

참고
�AUTO/MANUAL 스위치[D]를 AUTO에 놓으면

수동으로 조정한 다른 항목(아이리스, 게인, 셔터

속도)도 일시적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GAMMA] 및 [DETAIL] 같은 픽쳐 프로파일 항목

을 조정하여 사용자가 화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TV 또는 모니터에 연결하고 TV 또는 모

니터 화면을 확인하면서 상을 조정합니다.

다양한 촬 조건에 한 화질 설정이 [PP1] ~

[PP6]에 기본 설정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참고
� (CAMERA SET) 메뉴의 [x.v.Color]를

[ON]  으로 설정하면 픽쳐 프로파일이 비활성화

됩니다.

화질 사용자 정의하기
(픽쳐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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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프로파일 레코딩 조건
번호

PP1

PP2

PP3

PP4

PP5

PP6

1 기 모드에서 PICTURE PROFILE 버튼
[B]을 누릅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A]로 픽쳐 프로
파일 번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픽쳐 프로파일 설정으로 촬 할 수 있
습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A]로 [OK]를 선
택합니다.

픽쳐 프로파일 레코딩을 취소하려면
SEL/PUSH EXEC 다이얼[A]로 2단계에서 [OFF]

를 선택합니다.

픽쳐 프로파일 변경하기
[PP1] ~ [PP6]에 저장된 픽쳐 프로파일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PICTURE PROFILE 버튼[B]을 누릅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A]로 픽쳐 프로파일

번호를 선택합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A]로 [SETTING]을

선택합니다.

(4) SEL/PUSH EXEC 다이얼[A]로 조정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5) SEL/PUSH EXEC 다이얼[A]로 화질을 조정합

니다.

(6) 다른 항목을 조정하려면 (4), (5)단계를 반복합

니다.

(7) SEL/PUSH EXEC 다이얼[A]로 [@@

RETURN]을 선택합니다.

(8) SEL/PUSH EXEC 다이얼[A]로 [OK]를 선택합

니다. 픽쳐 프로파일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픽쳐 프로파일이 [OFF]일 때와

같은 기본 설정

픽쳐 프로파일이 [OFF]일 때와

같은 기본 설정

ITU-709 감마를 이용하여 방송

용 견착식 캠코더로 촬 한

상의 설정 예

PD 감마를 이용하여 방송용 핸

디 캠코더로 촬 한 상의 설

정 예

화용 컬러 네거티브 필름으로

촬 한 상의 설정 예

화용 컬러 프린트 필름으로

촬 한 상의 설정 예

레
코
딩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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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LEVEL
블랙 레벨을 선택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MASTER BLACK] 마스터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15�+15

[BLACK R] R채널의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MASTER BLACK] + [BLACK R]은 R 채널의 블랙 레벨입니다.

-15�+15

[BLACK G] G 채널의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MASTER BLACK] + [BLACK G]는 G 채널의 블랙 레벨입니다.

-15�+15

[BLACK B] B 채널의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MASTER BLACK] + [BLACK B]는 B 채널의 블랙 레벨입니다.

-15�+15

GAMMA
감마 곡선을 선택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STANDARD] 표준 감마 곡선

[CINEMATONE1] 필름 카메라 이미지의 색조를 재현하는 감마 곡선 1

[CINEMATONE2] 필름 카메라 이미지의 색조를 재현하는 감마 곡선 2

[ITU709] ITU-709에 해당하는 감마 곡선. 조도가 낮은 역에서의 게인: 4.5

[G5.0] 저조도 역에서의 게인이 5.0인 감마 곡선

[PD] DSR-PD 시리즈와 유사한 색조를 재현하는 감마 곡선

[x.v.] x.v.Color와 유사한 감마 곡선

BLACK GAMMA
저조도 역에서 감마를 보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RANGE] 보정 범위를 선택합니다.

HIGH / MIDDLE / LOW

[LEVEL] 보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7(최 블랙 압축) ~ +7(최 블랙 확장)



37다음 페이지에 계속 �36

캠코더 레코딩 설정 변경(계속)

KNEE
비디오 신호 압축의 니 포인트와 슬로프를 설정하여 피사체에서 조도가 큰 부분의 신호를 캠코더의 다이나

믹 레인지로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노출을 방지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MODE] 자동 또는 수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AUTO] : 니 포인트와 슬로프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MANUAL] : 니 포인트와 슬로프를 직접 설정합니다.

[AUTO SET] 자동 모드에서 최 포인트와 감도를 설정합니다.

[MAX POINT] : 최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90% ~ 100%

[SENSITIVITY] : 감도를 설정합니다.

HIGH / MIDDLE / LOW

[MANUAL SET] 니 포인트와 슬로프를 직접 설정합니다.

[POINT] : 니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75% ~ 105%

[SLOPE]    : 니 슬로프를 설정합니다.

-5(완만) ~ +5(가파름)

COLOR MODE
컬러 타입과 레벨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TYPE] 컬러 타입을 선택합니다.

[STANDARD]: 표준 컬러

[CINEMATONE1]: [GAMMA]를 [CINEMATONE1]으로 설정한 필름 카메라

이미지와 유사한 컬러

[CINEMATONE2]: [GAMMA]를 [CINEMATONE2]로 설정한 필름 카메라

이미지와 유사한 컬러

[ITU709 MATRIX]: ITU-709에 해당하는 컬러

[LEVEL] [TYPE]을 [STANDARD] 이외의 설정으로 지정한 경우 컬러 레벨을 설정합니다.

1([STANDARD]의 컬러 설정에 가까움) ~ 8(선택한 유형의 컬러 설정)

COLOR LEVEL
컬러 레벨을 선택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7(밝음) ~ +7(어두움), -8: 흑백

COLOR PHASE
컬러 위상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7(녹색을 띰)�+7(붉은 색을 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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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DEPTH
각 컬러 위상의 색농도를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유채색에 더 효과적이며 무채색에는 효과가 작습니다. 설정값을 큰 양수 쪽으로 높일수록 컬러가

진하게 나타나며, 값을 큰 음수 쪽으로 줄일수록 더 엷게 나타납니다. 이 기능은 [COLOR LEVEL]을 [-

8](흑백)로 설정한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R] -7(엷은 Red) ~ +7 (진한 Red)

[G] -7(엷은 Green) ~ +7 (진한 Green)

[B] -7(엷은 Blue) ~ +7 (진한 Blue)

[C] -7(엷은 Cyan) ~ +7 (진한 Cyan)

[M] -7(엷은 Magenta) ~ +7 (진한 Magenta)

[Y] -7(엷은 Yellow) ~ +7 (진한 Yellow)

WB SHIFT
화이트 밸런스 시프트에 한 항목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FILTER TYPE] 화이트 밸런스 시프트에 한 컬러 필터 타입을 선택합니다.

[LB-CC] : 필름 타입(컬러 변환 및 보정)

[R-B] : 비디오 타입(R 및 B 레벨 보정)

[LB[COLOR TEMP]] 색온도 오프셋 값을 설정합니다.

-9(푸른 색을 띰) ~ +9(붉은 색을 띰)

[CC[MG/GR]] 색 보정 오프셋 값을 설정합니다.

-9(녹색을 띰) ~ +9(심홍색을 띰)

[R GAIN] R 레벨을 설정합니다.

-9(R 레벨이 낮음) ~ +9(R 레벨이 높음)

[B GAIN] B 레벨을 설정합니다.

-9(B 레벨이 낮음) ~ +9(B 레벨이 높음)



SKINTONE DETAIL
주름을 줄이기 위해 스킨톤 역의 디테일을 조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ON/OFF] 스킨톤 역의 디테일을 억제하여 주름이 덜 나타나게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ON]을 선택하십시오. 다른 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LEVEL] 조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1(디테일을 적게 조정) ~ 8(디테일을 많이 조정)

[COLOR SEL] 디테일 조정의 컬러 항목을 설정합니다.

[PHASE] : 컬러 위상을 설정합니다.

0(Purple) → 32(Red) → 64(Yellow) → 96(Green) 

→ 127(Blue)

[RANGE] : 컬러 범위를 설정합니다.

0(색을 선택하지 않음), 1(좁음: 한 색만 선택) ~ 

31(넓음: 컬러 위상과 채도가 유사한 여러 색 선택)

[RANGE]를 0으로 설정하면 디테일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SATURATION] : 컬러 채도를 설정합니다.

0(엷은 색) ~ 31(짙은 색)

[REVERSE] : 선택한 컬러 범위를 반전합니다.

컬러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기능을 실행하면 선택하지

않은 컬러가 선택됩니다.

[Y LEVEL] : 컬러 밝기를 설정합니다.

0(어두운 색) ~ 31(밝은 색)

[Y RANGE] : 컬러 밝기 범위를 설정합니다.

1(밝기 범위를 좁힘) ~ 32(밝기 범위를 넓힘)

COPY
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다른 픽쳐 프로파일 번호에 복사합니다.

RESET
픽쳐 프로파일을 기본 값으로 초기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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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디테일 관련 항목을 설정합니다.

항목 설명 및 설정

[LEVEL]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

-7�+7

[MANUAL SET] [ON/OFF] : 수동 디테일 조정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ON] : 수동 디테일 조정을 사용합니다

(자동 최적화는 수행하지 않음).

[OFF] : 수동 디테일 조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V/H BALANCE] : DETAIL의 수직(V) 및 수평(H) 밸런스를 설정합니다.

-2(수직(V) 쪽에 해 꺼짐) ~ +2(수평(H) 쪽에 해 꺼짐)

[B/W BALANCE] : 하위 DETAIL(B)과 상위 DETAIL(W)의 밸런스를

선택합니다.

TYPE 1(하위 DETAIL(B) 쪽에 해 꺼짐) ~ 

TYPE 5(상위 DETAIL(W) 쪽에 해 꺼짐)

[BLACK LIMIT] : 하위 DETAIL(B)의 한계 레벨을 설정합니다.

0(낮은 한계 레벨: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7(높은 한계 레벨: 제한될 가능성이 낮음)

[WHITE LIMIT] : 상위 DETAIL(W)의 한계 레벨을 설정합니다.

0(낮은 한계 레벨: 제한될 가능성이 높음) ~ 

7(높은 한계 레벨: 제한될 가능성이 낮음)

[CRISPENING] : 크리스프닝(crispening) 레벨을 설정합니다.

0(얕은 크리스프닝 레벨) ~ 7(깊은 크리스프닝 레벨)

[HI-LIGHT DETAIL] : 밝은 역의 DETAIL 레벨을 설정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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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다른 픽쳐 프로
파일 번호에 복사하기
버튼 위치에 해서는 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PICTURE PROFILE 버튼[B]을 누릅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A]로 복사할 원본

픽쳐 프로파일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A]로 [SETTING] ->  

[COPY]를 선택합니다.

(4) SEL/PUSH EXEC 다이얼[A]로 복사할 상

픽쳐 프로파일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5) SEL/PUSH EXEC 다이얼[A]로 [YES]를 선택합

니다.

(6) SEL/PUSH EXEC 다이얼[A]로

[     RETURN] -> [OK]를 선택합니다.

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초기화하려면
픽쳐 프로파일 설정은 각 픽쳐 프로파일 번호별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픽쳐 프로파일 설정을

동시에 초기화할 수는 없습니다.

버튼 위치에 해서는 3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PICTURE PROFILE 버튼[B]을 누릅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A]로 초기화할 픽쳐

프로파일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A]로 [SETTING] ->

[RESET] -> [YES] -> [     RETURN] ->

[OK]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설정

채널 설정

볼륨 조정하기

(1) CH1(INT MIC/INPUT1) 스위치[C]와 CH2(INT

MIC/INPUT1/INPUT2) 스위치[D]로 입력 소스

를 선택합니다.

레코딩 채널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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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 스위치를 INT MIC로 설정한 경우

CH2 스위치 입력 채널 및 소스
위치
INT MIC 내장 마이크

(왼쪽)                        
CH1

내장 마이크

(오른쪽)                    
CH2*

INPUT1 내장 마이크

(모노)                        
CH1

XLR INPUT1 CH2**

INPUT2 내장 마이크

(모노)                        
CH1

XLR INPUT2 CH2**

CH1 스위치를 INPUT1으로 설정한 경우

CH2 스위치 입력 채널 및 소스
위치
INT MIC XLR INPUT1                CH1

내장 마이크

(모노)                     
CH2**

INPUT1 XLR INPUT1                CH1

CH2**

INPUT2 XLR INPUT1                CH1

XLR INPUT2             CH2**

*  내장 마이크만 사용하는 경우 채널 2의 레코딩

레벨은 채널 1의 레코딩 레벨과 동기화됩니다.

채널 2의 레코딩 레벨은 CH1(AUDIO LEVEL)

다이얼과 CH1(AUTO/ MAN) 스위치로 제어합

니다.

** 채널 1과 채널 2의 레코딩 레벨은 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INPUT1 스위치[B]를 INPUT1 단자[A]에 연결한

마이크에 해당하는 위치로 설정합니다.

LINE : 오디오 장치의 사운드를 입력하는 경우

MIC : +48V 전원을 지원하지 않는 외부 마이

크의 사운드를 입력하는 경우

MIC+48V : 기본 제공된 마이크를 포함하여

+48V 전원을 지원하는 장치의 사운드

를 입력하는 경우

INPUT2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한 경우 연결한 마

이크에 해당하는 위치로 INPUT2 스위치를 설정하

십시오.

참고
�노이즈가 레코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레코

딩 중에는 INPUT1/INPUT2 스위치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48V 전원을 지원하는 장치를 INPUT1 또는

INPUT2 단자에 연결하는 경우 장치를 연결하기

전에 INPUT1/INPUT2 스위치를 MIC로 설정하

십시오. 장치를 분리하는 경우 INPUT1/INPUT2

스위치를 먼저 MIC에 설정한 다음 분리하십시오.

�+48V 전원을 지원하지 않는 마이크를 INPUT1

또는 INPUT2 단자에 연결하는 경우

INPUT1/INPUT2 스위치를 MIC로 설정하십시오.

INPUT1/INPUT2 스위치를 MIC+48V로 설정

한 상태에서 사용하면 마이크가 손상되거나 레

코딩된 사운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INPUT1/INPUT2 단자에 연결한 마이크 또는 내

장 마이크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팁
�기본 제공된 마이크를 부착하는 방법에 해서는

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H1(INT

MIC/INPUT1) 및 CH2(INT

MIC/INPUT1/INPUT2) 스위치에 해서는 40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조정할 채널의 AUTO/MAN (CH1/CH2) 스위

치[E]를 MAN에 놓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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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코딩 또는 기 중에 AUDIO LEVEL 다이
얼[F]을 돌려 볼륨을 조정합니다.

자동 조정을 복원하려면
직접 조정한 채널의 AUTO/MAN (CH1/CH2) 스
위치[E]를 AUTO에 놓습니다.

팁
�다른 오디오 설정을 확인하려면 STATUS

CHECK 버튼[G]을 누르십시오.

�HD 화질로 레코딩하는 경우 [LINEAR PCM] 또

는 [DOLBY DIGITA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설정은 [LINEAR PCM]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설정에 해서는 (AUDIO SET) 메뉴

(7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H1 또는 CH2 중에서 헤드폰에서 출력할 채널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REO MIX에 설정된 경우의 사운드에 해

서는 [HEADPHONE OUT]을 참조하십시오(78

페이지).

GPS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표시가 나타나고 캠코더가 삼각 측량을 시도

하기 시작합니다. 캠코더가 성공적으로 삼각 측량

을 수행하면 동 상이 레코딩될 때의 위치 정보를

기록합니다.

참고
�표시등은 GPS 신호 수신의 강도에 따라 바뀝니다.

삼각
측량 상태 GPS 표시등 GPS 수신 상태
INT MIC XLR INPUT1 CH1

기능 꺼짐 표시 없음 GPS 스위치가
OFF로 설정되어 있
거나 GPS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캠코더가 GPS 
신호를 찾을 수 없어
삼각 측량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방된 지역
에서 캠코더를
사용하십시오.

검색 중 캠코더가 GPS 
신호를 검색하는 중입
니다. 캠코더가 삼각
측량을 수행하기까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
니다.

삼각 측량 중 캠코더가 약한 GPS 
신호를 수신하는 중입
니다.

삼각 측량 중 캠코더가 GPS 신호를
수신하는 중이며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
니다.

삼각 측량 중 캠코더가 강한 GPS 
신호를 수신하는 중이
며 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GPS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GPS가 삼각 측량을 수행하는 동안

레코딩되는 동 상에는 위치 정보가 함께 기록

됩니다. 위치 정보를 기록하지 않으려면 GPS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헤드폰 사운드 설정하기

위치 정보 획득하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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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분 후에도 GPS 표시등이 삼각 측량 중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캠코더가 GPS 신호를 수신하

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치 정보를 기록

할 필요가 없으면 레코딩을 시작하십시오. 그렇

지 않으면 하늘이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실내 또는 고층 빌딩 주변에서는 캠코더가 GPS

신호를 거의 수신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보이는

장소로 이동하고 GPS 스위치를 다시 켜십시오.

�캠코더의 전원이 꺼져 있더라도 GPS 스위치가

ON에 설정되어 있으면 GPS 기능이 작동합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동안에는 GPS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삼각 측량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때에도 GPS의

신호 수신 상태에 따라 캠코더가 GPS 정보를 연

속적으로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일반 촬 조건으로는 캡

처하기 어려운 피사체나 동작을 부드럽게 움직이

는 슬로우 모션으로 촬 할 수 있습니다.

골프 또는 테니스의 스윙 동작과 같이 빠른 동작

을 촬 할 때 유용합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LCD 화면에서 [CAMERA] -> [SMOOTH
SLOW REC]을 선택합니다.

3 레코딩 매체 및 화질 -> 레코딩 시간을 선
택합니다.

[3sec], [6sec] 및 [12sec] 중에서 레코딩 시

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레코딩 버튼을 누릅니다.

레코딩 시간으로 선택한 레코딩 시간이 4배로

늘어나 슬로우 모션 상으로 레코딩됩니다.

화면에서 [Recording...] 표시가 사라지면 레코

딩이 종료된 것입니다.

[SMOOTH SLOW REC]을 취소하려면 MODE 버

튼을 누르십시오.

설정을 변경하려면
MENU 버튼을 누르고 변경할 설정을 선택합니다.

■ REC MODE
Smooth Slow Rec의 경우 [1080/60i FX],

[1080/60i FH], [1080/60i HQ] 또는 [1080/60i

LP] 중에서 레코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REC TIMING
레코딩 버튼(핸들 레코딩 버튼)을 누르는 시점과 관

련하여 언제 레코딩을 시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은 [START TRIGGER]입니다.

참고
� 사운드는 레코딩되지 않습니다.

� [SMOOTH SLOW REC]을 시작하면 셔터 속도

가 자동으로 1/250초로 설정됩니다. 1/250초보

다 더 느린 셔터 속도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레코딩 시간은 촬 조건에 따라 설정한 시간보

다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 화질은 일반 촬 보다 떨어집니다.

�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에 동시 레코딩할

수 없습니다.

SMOOTH SLOW REC 기능으로
레코딩하기

[START TRIGGER]*

[END TRIGGER]



45다음 페이지에 계속 �44

캠코더 레코딩 설정 변경(계속)

�레코딩 시간이 길수록 화질은 떨어집니다.

�[SMOOTH SLOW REC] 중에는 메모리 카드에

서 릴레이 레코딩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공간이 부족하면 여유 공간이 남아 있을

때까지만 동 상이 레코딩됩니다.

�[SMOOTH SLOW REC]을 사용하여 동 상을

레코딩한 시각은 슬로우 모션으로 변환된 후 기

록되며 실제로 동 상을 촬 한 시각이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SMOOTH SLOW REC]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레

코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설정은

인터레이스 설정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HD 화질의 레코딩 포맷이 720/60p로 설정되어

있으면 [SMOOTH SLOW REC]은 가능하지 않

습니다.

�[       REC MODE]로 레코딩 모드를 변경하더

라도 SD 화질의 레코딩 모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캠코더는 동 상과 함께 타임코드 및 유저 비트

와 같은 시간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MENU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을 표시합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TC/UB

SET)를 선택합니다.

(1) SEL/PUSH EXEC 다이얼로 [TC PRESET]을

선택합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로 [PRESET]을 선택

합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로 처음 두 자리를

선택합니다.

00:00:00:00에서 23:59:59:29까지의 타임코

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24p 설정의 경우 마지막 2자리를 4의 배수

(0~23)로 프레임 수를 설정합니다.

(4) (3)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자리의 값을 설정합니다.

(5) SEL/PUSH EXEC 다이얼로 [OK]를 선택합니다.

타임코드를 초기화하려면
타임코드를 초기화(00:00:00:00)할 수 있습니다. "

타임코드 사전 설정하기"의 (2)단계에서 [RESET]을

선택합니다.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하여 타임코
드를 초기화하려면
무선 리모트 커맨더의 TC RESET 버튼을 눌러 타

임코드(00:00:00:00)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SEL/PUSH EXEC 다이얼로 [UB PRESET]을

선택합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로 [PRESET]을 선택

합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로 처음 두 자리를

선택합니다.

(4) (3)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자리의 값을 설정합니다.

(5) SEL/PUSH EXEC 다이얼로 [OK]를 선택합니다.

유저 비트를 초기화하려면
유저 비트를 초기화(00 00 00 00)할 수 있습니

다. "유저 비트 사전 설정하기"의 (2)단계에서

[RESET]을 선택합니다.

캠코더의 타임코드를 다른 캠코더의 타임코드와 동

기화할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를 생성하는 캠코더는 FREE RUN(타임코

드가 상관 없이 증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 (TC/UB SET)의 [TC RUN] 및 [TC

MAKE]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TC MAKE]: [PRESET]

�[TC RUN]: [FREE RUN]

(2) 이 캠코더의 TC LINK 스위치를 IN으로 설정하

고 TC LINK IN/OUT 단자와 다른 캠코더의

TC OUT 단자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시간 데이터 설정하기

타임코드 사전 설정하기

캠코더의 타임코드를 다른 캠코더의
타임코드와 동기화하기

유저 비트 사전 설정하기

레
코
딩
/플

레
이
백

이 캠코더 다른 캠코더

이 캠코더의 타임코드가 연결된 캠코더의 타임코

드와 동기화됩니다. 이 캠코더의 화면에 [TC IN]

이 나타납니다. 타임코드를 입력하려면 다음 조건

을 만족해야 합니다.

�TC LINK 스위치를 IN으로 설정하고 입력되는

타임코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레코딩 기 중이어야 합니다.

�이 캠코더 타임코드의 프레임 레이트가 입력 타

임코드의 프레임 레이트와 같아야 합니다.

�입력 타임코드가 증가해야 합니다.

다른 캠코더가 분리되더라도 타임코드는 동기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참고
�두 캠코더 모두 레코딩 기 중일 때 캠코더를

연결하십시오.

�입력 타임코드의 프레임 레이트가 이 캠코더의

프레임 레이트와 다르거나 입력 타임코드가 증가

하지 않을 경우 입력 타임코드는 유효한 타임코

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TC LINK IN/OUT 단

자에 입력하는 타임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i/30p/60p : 30프레임

- 24p : 24프레임

�유효한 타임코드가 TC LINK IN/OUT 단자로 입

력되는 경우 입력 타임코드의 DF/NDF에 따라

[TC FORMAT]을 설정하십시오.

다른 캠코더의 타임코드를 이 캠코더의 타임코드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를 생성하는 캠코더는 FREE RUN(타임코

드가 상관 없이 증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1)  (TC/UB SET)의 [TC RUN], [TC

MAKE] 및 [TC FORMAT]을 사용하여 이 캠

코더의 타임코드를 설정합니다.

(2) 이 캠코더의 TC LINK 스위치를 OUT으로 설

정하고 TC LINK IN/OUT 단자와 다른 캠코더

의 TC IN 단자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이 캠코더 다른 캠코더

참고
�TC LINK IN/OUT 단자에서 출력되는 타임코드

는 다음과 같습니다.

- 60i/30p/60p : 30프레임

- 24p : 플레이백 중 30프레임, 레코딩 중 24프레임

 

다른 캠코더의 타임코드를 이 캠코더의
타임코드와 동기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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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코
딩
/플

레
이
백

캠코더 레코딩 설정 변경(계속)

팁
�캠코더가 SDI 단자를 통해 연결된 경우 이 캠코

더에서 타임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을 ASSIGN 버튼에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SIGN 1 ~ 7 버튼 중 하나에 기능 하

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괄호 안의 버튼은 기능이 해당 버튼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 EXPANDED FOCUS(29페이지) (ASSIGN 7 버

튼)

� PUSH AUTO IRIS(29페이지)

� HYPER GAIN(71페이지)

� AE SHIFT(72페이지) (ASSIGN 5 버튼)

� BACK LIGHT(73페이지)

� SPOTLIGHT(73페이지)

� STEADYSHOT(73페이지)

� FOCUS MACRO(74페이지)

� D.EXTENDER(75페이지)

� FADER(75페이지)

� COLOR BAR(76페이지)

� ZEBRA(81페이지) (ASSIGN 4 버튼)

� PEAKING(81페이지)

� MARKER(81페이지)

� REC LAMP[F] (87페이지)

� REC LAMP[R] (87페이지)

� VISUAL INDEX(49페이지) (ASSIGN 6 버튼)

� MODE(57페이지)

ASSIGN 버튼에 기능 지정

ASSIGN 4-6 버튼

ASSIGN 1-3 버튼

ASSIGN
7/EXPANDED
FOCUS 버튼

1 MENU 버튼[B]을 누릅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A]로

(OTHERS) -> [ASSIGN BUTTON]을 선

택합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A]로 기능을

지정할 ASSIGN 버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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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코
딩
/플

레
이
백

ASSIGN 버튼에 기능 지정(계속)

�ASSIGN 버튼에 아무 기능도 지정되어 있지 않

으면 [          ]가 나타납니다.

4 SEL/PUSH EXEC 다이얼[A]로 지정할 기

능을 선택합니다.

5 SEL/PUSH EXEC 다이얼[A]로 [OK]를 선

택합니다.

6 SEL/PUSH EXEC 다이얼[A]로

[     RETURN]을 선택합니다.

7 MENU 버튼[B]을 눌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 상을 플레이백할 수 있습니다.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밉니다.

2 VISUAL INDEX 버튼을 누릅니다.

몇 초 후 VISUAL INDEX 화면이 나타납니다.

플레이백

ASSIGN 6/VISUAL INDEX 버튼

VISUAL INDEX 버튼

MODE 버튼 VOLUME 버튼

녹색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레코딩 매체

이전

다음

현재 동 상
데이터(50페이지)

화면에서 [PLAY] → [VISUAL INDEX]를 누른 다음 MODE 버튼을 눌러 VISUAL INDEX 화면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DISPLAY 버튼을 눌러 썸네일의 시간 및 날짜 표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모드

썸네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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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코
딩
/플

레
이
백

플레이백(계속)

3 상을 플레이백합니다.

(1) 플레이백하려는 레코딩 매체를 누릅니다.

: 메모리 카드 A

: 메모리 카드 B

: 플래시 메모리 유닛

(2) 플레이백 모드를 누르고 원하는 동 상 화질을 선택합니다.

(3) 플레이백하려는 동 상의 썸네일을 두 번 누릅니다.

한 번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동 상 정보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동 상부터 플레이백이 시작됩니다.

참고
�다른 캠코더에서 레코딩한 동 상은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팁
�선택한 동 상에서 마지막 동 상까지 플레이백이 완료되면 VISUAL INDEX 화면이 나타납니다.

� 상을 천천히 플레이백하려면 일시정지 모드에서 를 누릅니다.

�플레이백하는 동안 를 누를 때마다 동 상이 약 5배 → 약 10배 → 약 30배 →

약 60배속으로 플레이백됩니다.

�VISUAL INDEX 화면에서 여러 동 상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축소 표시된 이미지를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캠코더의 PREV/PLAY/NEXT/STOP/PAUSE/SCAN/SLOW 버튼을 사용하여 플레이백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조정하려면

VOLUME 버튼을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레코딩 모드로 돌아가려면

VISUAL INDEX 버튼을 누릅니다.

캠코더로 레코딩한 동 상에서 씬을 캡처하여 정지 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60페이지).

정지 상을 봅니다.

(1) 보려는 레코딩 매체를 누릅니다.

: 메모리 카드 A
: 메모리 카드 B
: 플래시 메모리 유닛

:

플레이백 모드

이전

정지

고속 역방향

다음

고속 순방향

일시정지/플레이백

HD 화질

SD 화질

[A] 레코딩이 시작된 날짜 및 시간

[B] 해상도

[C] 프레임 레이트

[D] 레코딩 모드

[E] 듀래이션

[F] 레코딩이 시작된 타임코드

타임코드가 없는 레코딩 매체를 플레이백하거나 캠코더가 지원하지 않는 타임코드가 기록된 레코

딩 매체를 플레이백하는 경우 타임코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G] GPS 데이터

GPS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레코딩한 동 상에 나타납니다.

[H] LPCM 레코딩

오디오가 리니어 PCM으로 레코딩된 경우 나타납니다. SD 화질의 동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플레이백 또는 레코딩한 동 상에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표시가 있는

동 상을 누르면 이전 시간부터 이어서 플레이백할 수 있습니다.

/

/  

정지 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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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계속)

 (2) 플레이백 모드를 누른 다음 (정지 상)을 선택합니다.

(3) 보려는 정지 상의 썸네일을 두 번 누릅니다.

한 번 누르면 화면 아래쪽에 정지 상에 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A] 레코딩 날짜 및 시간

[B] 해상도

[C] 이미지 크기

[D] 플레이백 폴더

[E] 플레이백 폴더의 처음/마지막

플레이백 폴더의 처음 또는 마지막 페이지임을 나타냅니다. 플레이백 폴더가 한 개만 있을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F] GPS 데이터

GPS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레코딩한 동 상으로부터 생성한 정지 상에 나타납니다.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된 정지 상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정지 상이 표시됩니다.

플레이백 모드

VISUAL INDEX
다음

이전

레
코
딩
/플

레
이
백

캠코더 설정 변경/확인

화면에 타임코드 및 기타 정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DISPLAY 버튼[B]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 표시가 켜지거나(표시됨) 꺼

집니다(표시되지 않음).

레코딩 모드에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상세

표시→요약 표시→표시 없음"으로 바뀝니다.

팁
�TV에서 플레이백하는 동안 화면에 표시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DISP OUTPUT]의 [ALL OUTPUT]

을 선택하십시오(84페이지).

레코딩 시 자동으로 저장된 날짜, 시간, 카메라

데이터, GPS 삼각 측량 데이터 등의 정보를

플레이백 중에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또는 일시정지 중에 DATA

CODE 버튼[A]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이 "날짜 및 시간 표

시 → 카메라 데이터 표시 → GPS 삼각 측량

데이터 → 표시 없음"으로 바뀝니다.

[1] SteadyShot

[2] 노출

아이리스, 게인 또는 셔터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레코딩한 동 상을 플레이백하는

동안 가 나타납니다.

아이리스, 게인 또는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조정하여 레코딩한 동 상을 플레이백하는

동안에는 가 나타납니다.

[3] 아이리스

아이리스를 최 값으로 수동으로 조정하

여 레코딩한 동 상을 플레이백하는 동안

에는 아이리스 표시 역에 가

나타납니다.

[4] 게인

[5] 셔터 속도

[6] 화이트 밸런스

화면 표시 변경하기

레코딩 데이터 표시하기(데이터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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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백(계속)

[MANU WB TEMP]를 사용하여 레코딩한 동 상을

플레이백하는 동안에는 가 나타납니다.

참고
�정지 상을 표시하는 동안에는 노출 보정 값(EV), 셔

터 속도, 아이리스 및 플래시 ON/OFF가 표시됩니

다.

�메모리 카드를 다른 제품에서 플레이백하는 경우

카메라 데이터가 틀리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

확한 카메라 데이터는 캠코더에서 확인하십시오.

�GPS 삼각 측량 데이터가 표시되면 데이터 코드

역에 레코딩 시의 위도, 경도, 날짜, 시간이 표

시됩니다.

�메뉴의 [GPS TIME DISPLAY]를 사용하여 날짜

및 시간 표시에 해 UTC 시간 또는 현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GPS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코딩하

면 [--- -- ----] 및 [--:--:--] 표시가 나타납

니다.

다음 항목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 레벨 등의 오디오 설정(78페이지)

�출력 신호 설정([VIDEO OUT] 등) (77페이지)

�ASSIGN 버튼에 지정한 기능(47페이지)

�카메라 설정(71페이지)

�레코딩 버튼 설정(24페이지)

레코딩 버튼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매체 정보

사용한 공간 및 여유 공간을 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정보

장착된 배터리의 남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STATUS CHECK 버튼[D]을 누릅니다.

2 화면에 원하는 내용이 표시될 때까지
SEL/PUSH EXEC 다이얼[C]을 돌립니다.

AUDIO → OUTPUT → ASSIGN →

CAMERA -> REC BUTTON SET →

MEDIA INFO →BATTERY INFO

전원을 켜면 캠코더의 설정에 따라 설정 항목

이 표시됩니다.

표시를 숨기려면
STATUS CHECK 버튼[D]을 누릅니다.

캠코더 설정 표시하기(상태 확인)

레
코
딩
/플

레
이
백

플레이백 화질은 모니터 또는 TV의 유형이나 연결에 사용된 단자에 따라 다릅니다.

SDI 케이블을 통해 SDI 오디오 입력을 지원하는 모니터를 연결하는 경우는 오디오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모니터가 SDI 오디오 입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적색 및 흰색 단자를

연결해야 합니다.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모니터를 연결하는 경우 A/V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

여 적색 및 흰색 단자를 연결해야 합니다.

(REC/OUT SET) 메뉴 → [VIDEO OUT] → [OUTPUT SELECT]를 설정하여 신호를 출력할 단자를 선택

합니다.

모니터 또는 TV 연결

A/V 연결 케이블
(기본 제공)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
(기본 제공)

HDMI 케이블
(별매)

75Ω(옴) 동축 케이블
(시중에서 구매 가능)

모니터/TV

오디오/비디오
입력 단자에 연결

컴포넌트 입력
단자에 연결

HDMI 입력
단자에 연결

SDI 단자에 연결

신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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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또는 TV 연결 (계속)

[SDI/HDMI/ 
HD/SD   COMPONENT] 

설정

출력 해상도

SDI OUT      HDMI OUT       COMPONENT        VIDEO OUT
OUT

참고
�[OUTPUT SELECT]를 사용하여 신호를 출력할 단자를 선택합니다.

[OUTPUT SELECT] 설정 SDI OUT     HDMI OUT     COMPONENT OUT     VIDEO OUT

[SDI] ○ ○ -                       -

[HDMI] - ○ -* 1 - *2

[COMPONENT] - - ○ - *3

[VIDEO] - - - ○

*1 HDMI OUT 단자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신호는 COMPONENT OUT 단자에서 출력됩니다.
*2 HDMI OUT 및 COMPONENT OUT 단자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신호는 VIDEO OUT 단자에서

출력됩니다.
*3 COMPONENT OUT 단자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신호는 VIDEO OUT 단자에서 출력됩니다.

�출력 해상도는 [SDI/HDMI/COMPONENT]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720p/480i 720p 720p 720p 480i

1080i/480i 1080i 1080i 1080i 480i
HD

480p 출력되지 않음 480p 480p 480i

480i 480i 480i 480i 480i

720p/480i 480i 480i 480i 480i

1080i/480i 480i 480i 480i 480i
SD

480p 출력되지 않음 480p 480p 480i

480i 480i 480i 480i 480i

� [SDI/HDMI/COMPONENT]를 [480p]로 설정한 경우 SDI OUT 단자에서는 신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 HDMI 로고가 있는 HDMI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저작권 신호가 기록된 이미지는 캠코더의 HDMI OUT 단자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 이미지와 사운드는 일부 모니터 또는 TV에서 올바르게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캠코더의 출력 단자를 모니터 또는 TV의 출력 단자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 [REC FORMAT]에서 24p 또는 30p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하는 경우 프로그레시브 신호는 풀다운

시스템에 의해 인터레이스 신호로 변환되어 출력됩니다.

� 이 캠코더는 "BRAVIA" 동기화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팁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비디오/오디오 신호를 함께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

스입니다. HDMI OUT 단자는 고품질의 이미지와 디지털 오디오를 출력합니다.

편
집

편집

MODE 메뉴 사용

레코딩된 동 상 편집, 레코딩 매체 포맷 등의 작업

을 할 수 있습니다.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 MODE 버튼을 누릅니다.

3 원하는 카테고리를 누릅니다.

예: [EDIT] 카테고리

4 원하는 항목을 누릅니다.

예: [DELETE]

5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MODE 메뉴 화면을 숨기려면

를 누르거나 MODE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MODE 버튼

POWER 스위치

MODE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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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이미지 보호(보호) 동 상 플레이 리스트 사용

동 상 및 정지 상이 실수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

호합니다.

팁
�VISUAL INDEX 화면 또는 플레이백 화면에서

MENU 버튼을 눌러도 동 상 및 정지 상을 보

호할 수 있습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EDIT] → [PROTECT]를 누릅니다.

3 동 상을 보호하려면 [MOVIE
PROTECT]를 누른 다음 해당 레코딩 매
체와 화질을 선택합니다.

정지 상을 보호하려면 [PHOTO

PROTECT]를 누른 다음 해당 레코딩 매체를

선택합니다.

4 보호할 동 상 또는 정지 상을 누릅니다.

선택한 이미지에 가 표시됩니다.

팁
�미리보기를 하려면 이미지를 수 초 이상

누릅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한 번에 최 100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 [YES] → 를 누릅니다.

플레이 리스트는 선택한 동 상의 썸네일을 보

여주는 리스트입니다.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된 동 상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더라도 원본 동 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고
�HD 동 상과 SD 동 상은 개별 플레이 리스트

에 추가됩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EDIT] → [PLAYLIST EDIT] →
[ADD]를 누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
체와 화질을 선택합니다.

3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할 동 상을 누릅
니다.

선택한 동 상에 가 표시됩니다.

팁
�미리보기를 하려면 이미지를 수 초 이상

누릅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4 → [YES] → 를 누릅니다.

참고
�작동 중 배터리 팩, AC 어댑터/충전기 또는 동 상이

포함된 레코딩 매체를 캠코더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레코딩 매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정지 상은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팁
�최 999개의 HD 동 상 또는 최 99개의 SD 동

상을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VISUAL INDEX 화면, 플레이백 화면 또는 플레이 리

스트 화면에서 MENU 버튼을 눌러도 동 상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PLAY] → [PLAYLIST]를 누릅니다. → 원
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택합니다.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된 동 상이 나타납니다. 

3 플레이백하려는 동 상을 누릅니다.

플레이 리스트에서 선택한 동 상부터 끝까지

플레이백된 다음, 다시 플레이 리스트 화면이 나

타납니다.

플레이 리스트에서 불필요한 동 상 삭제하기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EDIT] → [PLAYLIST EDIT] → [ERASE]를 누

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택합

니다.

�플레이 리스트에서 모든 동 상을 삭제하려면

[EDIT] → [PLAYLIST EDIT] → [ERASE ALL]

을 누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택합니다.

동 상 및 정지 상 보호를 취소하려면

4단계에서 가 표시된 동 상 또는 정지 상을

누릅니다.

가 사라집니다.

플레이 리스트 만들기

플레이 리스트 플레이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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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 플레이 리스트 사용
(계속)

(3) 리스트에서 삭제할 동 상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동 상에 가 표시됩니다.

팁
�미리보기를 하려면 이미지를 수 초 이상 누릅

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

니다.

(4)       → [YES] → 를 누릅니다.

팁
�플레이 리스트에서 동 상을 삭제해도 원본 동

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플레이 리스트 화면 또는 플레이 리스트 플레이백

화면에서 MENU 버튼을 눌러도 동 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리스트 내에서 순서 변경하기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EDIT] → [PLAYLIST EDIT] → [MOVE]를 누

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택합

니다.

(3) 이동할 동 상을 누릅니다.

선택한 동 상에 가 표시됩니다.

팁
�미리보기를 하려면 이미지를 수 초 이상 누릅

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

니다.

(4)       를 누릅니다.

(5)       로 이동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6)        → [YES] → 를 누릅니다.

팁
�여러 개의 동 상을 선택하는 경우 동 상은 플레

이 리스트에 나타난 순서에 따라 이동합니다.

�플레이 리스트 화면에서 MENU 버튼을 눌러도

동 상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된 동 상에서 선택한 프레임을 정지 상

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EDIT] → [PHOTO CAPTURE]를 누릅

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택

합니다.

3 캡처할 동 상을 누릅니다.

선택한 동 상의 플레이백이 시작됩니다.

4 캡처하려는 지점에서 를 누릅니다.

동 상이 일시정지됩니다.        를 누를 때

마다 플레이백과 일시정지 사이에서 전환됩

니다.

로 지점을 선택한 다음 를

사용하여 정 하게 조정합니다.

선택한 동 상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5 를 누릅니다.

캡처된 정지 상은 동 상에 해 선택한

레코딩 매체에 저장됩니다. 캡처가 완료되면

화면이 일시정지로 돌아갑니다.

�계속 캡처하려면 를 누른 다음 4단

계부터 반복합니다.

�다른 동 상에서 정지 상을 캡처하려면

를 누른 다음 3단계부터 반복합니다.    

동 상의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변경한 경

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6 → 를 누릅니다.

참고
�이미지 크기는 동 상의 화질에 따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HD 화질의 경우 [2.1M]

�SD 화질 16:9(와이드)의 경우 [0.2M]

�SD 화질 4:3의 경우 [VGA (0.3M)]

�정지 상을 저장하려는 레코딩 매체에 여유 공간

이 있어야 합니다.

�캡처한 정지 상의 기록 날짜 및 시간은 동 상을

촬 한 날짜 및 시간과 같습니다.

�캡처하는 동 상에 데이터 코드가 없는 경우 동

상에서 캡처한 날짜 및 시간이 정지 상의 기록

날짜 및 시간이 됩니다.

지정한 지점에서 동 상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EDIT] → [DIVIDE]를 누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택합니다.

3 분할할 동 상을 누릅니다.

선택한 동 상의 플레이백이 시작됩니다.

4 분할하려는 지점에서 를 누릅니다.

동 상이 일시정지됩니다.         를 누를 때

마다 플레이백과 일시정지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로 지점을 선택한 다음

를 사용하여 정 하게 조정합니다.

선택한 동 상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5 → [YES] → 를 누릅니다.

참고

�한 번 분할된 동 상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작동 중 배터리 팩, AC 어댑터/충전기 또는

동 상이 포함된 레코딩 매체를 캠코더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레코딩 매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동 상에서 정지 상 캡처 동 상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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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 분할(계속)

�캠코더는 약 0.5초 단위로 분할 지점을 선택하

므로 를 누른 지점과 실제 분할 지점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원본 동 상을 분할하면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

된 동 상도 분할됩니다.    

팁
�VISUAL INDEX 화면 또는 동 상 플레이백

화면에서 MENU 버튼을 눌러도 상을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매체에서 동 상 및 정지 상을 삭제하여 매

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 번 삭제한 상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작동 중 배터리 팩, AC 어댑터/충전기 또는 동

상/정지 상이 포함된 레코딩 매체를 캠코더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레코딩 매체가 손상될 수 있습

니다.

�보호된 동 상과 정지 상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동 상과 정지 상을 삭제하려면 삭제하기 전에

보호를 해제하십시오(58페이지).

�삭제한 상이 플레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

우(59페이지), 플레이 리스트에 추가된 동 상도

플레이 리스트에서 삭제됩니다.

�중요한 동 상과 정지 상은 미리 저장하십시오

(88페이지).

팁
�한 번에 최 100개의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매체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매

체의 기록 가능한 공간을 모두 복원하려면 매체를

포맷하십시오(65페이지).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EDIT] → [DELETE]를 누릅니다.

3 동 상을 삭제하려면 [MOVIE DELETE]를

누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

택합니다.

정지 상을 삭제하려면 [PHOTO DELETE]를

누른 다음 해당 레코딩 매체를 선택합니다.

4 삭제할 동 상 또는 정지 상을 누릅니다.

선택한 이미지에 가 표시됩니다.

동 상 및 정지 상 삭제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된 동 상을 플래시 메모리

유닛으로 더빙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삽입

하고 작동 전에 캠코더에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장

착합니다.  

참고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

이 없으면 동 상을 더빙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에는 MODE 버튼을 누른 다음 [MANAGE

MEDIA]→[REPAIR IMAGE DB FILE]→

를 눌러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로 캠코더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하여 작동 중에 전원이 끊

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팁
�더빙 후 원본 동 상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DUB/COPY] → [MOVIE DUB]를 누릅

니다.

3 더빙 유형을 누릅니다.

[DUB by select] : 동 상을 선택해서 더빙

하는 경우

[DUB ALL] : 레코딩된 모든 동 상을 더빙하

는 경우

4 더빙할 동 상의 화질과 레코딩 매체를

누릅

니다.

5 더빙할 동 상을 선택합니다.

팁
�미리보기를 하려면 이미지를 수 초 이상 누

릅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5 → [YES] → 를 누릅니다.

모든 동 상/정지 상을 한 번에
삭제하려면
3단계에서 [MOVIE DELETE ALL]을 누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와 화질을 선택합니다. →

[YES] → [YES] → 를 선택합니다.

�정지 상을 한 번에 삭제하려면 [PHOTO

DELETE ALL]을 누릅니다. → 원하는 레코딩

매체를 선택합니다. → [YES] → [YES] →

를 선택합니다.

참고
�보호된 동 상 및 정지 상은 레코딩 매체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팁
�VISUAL INDEX 화면 또는 동 상 및 정지 상

플레이백 화면에서 MENU 버튼을 눌러도 이미지

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동 상 더빙/정지 상 복사

동 상 더빙하기



포맷을 실행하면 레코딩 매체의 모든 데이터가 삭

제되어 레코딩 가능한 여유 공간이 복원됩니다.

참고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로 캠코더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하여 작동 중에 전원이 끊

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중요한 이미지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레코

딩 매체를 포맷하기 전에 저장해 두십시오(88페

이지).

�보호된 동 상 및 정지 상도 삭제됩니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MANAGE MEDIA] → [MEDIA

FORMAT]을 누릅니다.

3 포맷할 레코딩 매체를 누릅니다.

4 [YES] → [YES] → 를 누릅니다.

참고
�[Executing...]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캠코더의

버튼을 조작하거나 AC 어댑터/충전기를 분리하

거나 캠코더에서 레코딩 매체를 분리하지 마십시

오. 레코딩 매체가 포맷되는 동안에는 액세스 표

시등이 켜져 있거나 깜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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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집

동 상 더빙/정지 상 복사(계속)

[DUB by select]: 더빙할 동 상을 누르고

를 표시합니다. 여러 개의 동 상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유닛의 남은 용량(추정치)   

팁
�미리보기를 하려면 이미지를 수 초 이상 누

릅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DUB ALL]을 선택한 경우 화면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6 → [YES] → 를 누릅니다.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 정지 상을 플래시 메모

리 유닛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

를 삽입하고 작동 전에 캠코더에 플래시 메모

리 유닛을 장착합니다.

참고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로 캠코더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하여 작동 중에 전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DUB/COPY] → [PHOTO COPY]를

누릅니다.

3 복사 유형을 누릅니다.

[COPY by select]: 정지 상을 선택해

서 복사하는 경우

[COPY ALL]: 기록된 모든 정지 상을

복사 하는 경우

4 복사할 정지 상의 레코딩 매체를 누릅니다.

5 복사할 정지 상을 선택합니다.

[COPY by select]: 복사할 정지 상을 누

르고 를 표시합니다. 여러 개의 정지

상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팁
�미리보기를 하려면 이미지를 수 초 이상 누

릅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를

누릅니다.

[COPY ALL]을 선택한 경우 화면의 지시

를 따르십시오.

6 → [YES] → 를 누릅니다.

정지 상 복사하기

레코딩 매체 포맷

레코딩 매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가 기록되

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코딩 매체를 포맷하더라도 일부 데이

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코딩 매체를

폐기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       MEDIA

EMPTY]/[       MEDIA EMPTY]/[      MEDIA

EMPTY]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작업을 수행하면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

됩니다. 중요한 이미지가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려

면 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저장해 두십시오(88

페이지).

�AC 어댑터/충전기가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AC 어댑터/충전기를 제외한 모든 케이블을 분리

하십시오. 작업 중에 AC 어댑터/충전기를 분리하

지 마십시오.

�이 작업 중에 캠코더에 진동 또는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1 AC 어댑터/충전기를 사용하여 캠코더를

외부 전원으로 작동하십시오(13페이지).

2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3 MODE 버튼을 누릅니다.

4 [MANAGE MEDIA] → [MEDIA

FORMAT]을 누릅니다.

5 포맷할 레코딩 매체를 누릅니다.

포맷 화면이 나타납니다.

레코딩 매체의
데이터 복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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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용

레코딩 매체의 데이터 복구 방지(계속)

6 STOP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매체가 비워졌다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STOP 버튼

7 [YES] → [YES] → 를 누릅니다.

참고

�레코딩 매체를 비우는 데는 용량에 따라 몇 분에

서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LCD 화면에서

필요한 실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ecuting...]이 나타나 있는 동안 작업을 중지하

는 경우, 다음에 레코딩 매체를 사용할 때에는 비

우기 작업 또는 [MEDIA FORMAT]을 수행해서

반드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이 기능은 레코딩 매체에 들어 있는 동 상 및 정

지 상의 관리 정보와 일관성을 점검하고 비일관

성을 발견해서 복구합니다.

참고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로 캠코더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하여 작동 중에 전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1 MODE 버튼을 누릅니다.

2 [MANAGE MEDIA] → [REPAIR

IMAGE DB FILE]을 누릅니다.

3 관리 파일을 확인하려면 원하는 레코딩 매

체를 누릅니다.

4 [YES]를 누릅니다.

관리 파일 확인이 시작됩니다. 비일관성이 발

견되지 않으면 를 눌러 관리 파일 확인

을 취소합니다.

5 [YES]를 누릅니다.

[Completed.]가 나타나면 를 누릅니다. 

참고

�[Repairing the Image Database File]이 나

타나 있는 동안 작동을 중단하는 경우, 다음에

레코딩 매체를 사용할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로 작업을 완료하십시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 복구

메뉴 조작

화면에 표시된 메뉴 항목을 사용하여 다양한 설정

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팁

�� /� 버튼으로도 메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화면이 나타납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메뉴의 아이콘을 강조 표시한 다음, 다이얼

을 눌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CAMERA SET(71페이지)

REC/OUT SET(77페이지)

AUDIO SET(78페이지)

DISPLAY SET(81페이지)

TC/UB SET(85페이지)

OTHERS(86페이지)

4 SEL/PUSH EXEC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메뉴 항목을 강조 표시한 다음, 다이얼을 눌

러 항목을 선택합니다.

5 SEL/PUSH EXEC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설정을 강조 표시한 다음, 다이얼을 눌러 설

정을 확인합니다.

메뉴 사용

MENU 버튼

� /� /� /� /EXEC 버튼

POWER 스위치

MENU 버튼

SEL/PUSH EXEC 다이얼
/� /�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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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조작(계속)

6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     RETURN]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사용할 수 있는 메뉴 항목은 레코딩 또는 플레이

백 중 캠코더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메
뉴

사
용

메뉴 항목

(CAMERA SET) 메뉴
(71페이지)

GAIN SET

SMOOTH GAIN

HYPER GAIN            ●

AGC LIMIT

MINUS AGC

IRIS RING ROTATE            

WB PRESET

WB OUTDOOR LEVEL

WB TEMP SET

ATW SENS

SMOOTH WB

AE SHIFT 

AE RESPONSE

AUTO IRIS LIMIT

FLICKER REDUCE

BACK LIGHT                    

SPOTLIGHT                       

STEADYSHOT                  

AF ASSIST

FOCUS MACRO          

HANDLE ZOOM

SPEED ZOOM

D.EXTENDER           ●

FADER ●

x.v.Color

COLOR BAR         ●

(REC/OUT SET) 메뉴
(77페이지)

REC SET

VIDEO OUT

(AUDIO SET) 메뉴 (78페이지)

AUDIO FORMAT

AUDIO LIMIT

HEADPHONE OUT

INT MIC SET

XLR SET

(DISPLAY SET) 메뉴
(81페이지)

ZEBRA

PEAKING                             

MARKER

EXPANDED FOCUS 
TYPE

CAMERA DATA 
DISPLAY

AUDIO LEVEL 
DISPLAY

ZOOM DISPLAY

FOCUS DISPLAY

SHUTTER DISPLAY

LCD BRIGHT

LCD COLOR

LCD BACKLIGHT LEVEL

VF BACKLIGHT

VF COLOR

VF POWERMODE

REMAINING

GPS TIME DISPLAY

DISPLAY OUTPUT

(TC/UB SET) 메뉴 (85페이지)

TC PRESET

UB PRESET

TC FORMAT

TC RUN

TC MAKE

UB TIME REC

● : 포맷을 변경하거나 MODE 버튼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캠코더를 끄는 경우 기

본 설정으로 돌아가는 기능

: ASSIGN 버튼에 지정 가능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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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용

메뉴 조작(계속)

(OTHERS) 메뉴 (86페이지)

ASSIGN BUTTON

CLOCK SET

AREA SET

DST SET/SUMMERTIME

LANGUAGE

DATE REC

BEEP

REC LAMP[F]                        

REC LAMP[R]                      

REMOTE CONTROL

OPERATION TIME

CALIBRATION 

(SMOOTH SLOW REC)
메뉴 (43페이지)

REC MODE

REC TIMING

(EDIT) 메뉴

(58, 59, 61, 62페이지)

PROTECT

ADD TO PLAYLIST

DIVIDE

DELETE

DELETE ALL 

(PLAYLIST EDIT) 메뉴

(59페이지)

ADD

MOVE

ERASE

ERASE ALL

레코딩 조건 설정(GAIN SET/BACK

LIGHT/STEADYSHOT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괄호 안의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CAMERA SET)를

선택합니다.

GAIN 스위치의 H, M, L 위치에 한 게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 [M], [L]의 기본 설정은

각각 18dB, 9dB, 0dB입니다.

(1) SEL/PUSH EXEC 다이얼로 [H], [M] 또는 [L]

을 선택합니다.

(2) SEL/PUSH EXEC 다이얼로 게인 값을 설정한

다음, 다이얼을 누릅니다.

값을 -6dB에서 21dB까지 3dB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게인이 더 높습니다.

(3) SEL/PUSH EXEC 다이얼로 [OK]를 선택합니다.

(4)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화면을 닫습니다.

GAIN 스위치를 전환할 때 각 스위치 위치에 설정

된 게인 값 사이의 트랜지션 속도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트랜지션 속도는 [FAST], [MIDDLE] 및

[SLOW] 중에서 선택하거나 [OFF]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이 기능을 [ON] (           )으로 설정하면 게인을

최 한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하이퍼 게인을 적용하는 동안은 노이즈로 인해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포맷을 변경하거나 MODE 버튼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캠코더를 끄는 경우 기본 설

정으로 돌아갑니다.

�[HYPER GAIN]을 [ON]으로 설정하고 HD 동

상을 레코딩한 다음 데이터 코드와 함께 플레이

백할 경우 게인 값은 [---]로 표시됩니다.

팁
�이 기능은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때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AGC(Auto Gain Control)의 상한을 [OFF](21dB,

기본 설정), [18dB], [15dB], [12dB], [9dB],

[6dB], [3dB], [0d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게인을 수동으로 조정하면 [AGC LIMIT] 기능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자동 게인 제어 범

위를 음수 범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환경에서 마이너스 게인 제어를 사용하면 적절한

게인 설정과 노이즈가 적은 촬 이 가능합니다.

[MINUS AGC]를 [ON]으로 설정하는 경우 캠코더

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 ON
AGC를 사용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마이너스

게인 제어(최 -3dB)를 활성화합니다.

(CAMERA SET)
메뉴

GAIN SET

HYPER GAIN

AGC LIMIT

MINUS AGC

SMOOTH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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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AGC를 사용하는 동안 마이너스 게인 제어를

비활성화합니다.

아이리스 링의 작동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RMAL

아이리스 링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이미지를

어둡게 만듭니다.

OPPOSITE

아이리스 링을 시계 반 방향으로 돌려 이미

지를 어둡게 만듭니다.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사전 설정된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B PRESET]을 [OUTDOOR]로 설정하는 경우

오프셋 값을 설정하여 실외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7] (푸른 색을 띰) ~ [0] (정상)

~ [+7] (붉은 색을 띰) 범위의 오프셋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0]입니다.

[WB PRESET]을 [MANU WB TEMP]로 설정한

경우 색온도를 2,300K에서 15,000K까지 100K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백열등이나 촛불과 같은 붉은 빛을 띠는 광원 또

는 실내의 그늘과 같이 푸른 빛을 띠는 광원에서

촬 하는 경우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씬이 광원에 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화

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HIGH

붉은 빛 또는 푸른 빛을 줄이면서 화이트 밸

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IDDLE

LOW

붉은 빛 또는 푸른 빛을 늘리면서 화이트 밸

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할 때에

만 효과가 있습니다.

�[ATW SENS]는 맑은 하늘이나 햇빛 아래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스위치를 전환할 때 각 스위치 위치

에 설정된 색온도 값 사이의 트랜지션 속도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속도는 [FAST],

[MIDDLE], [SLOW] 중에서 선택하거나 [OFF]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 ON/OFF

이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ON]을 선택

하면 화면에 및 선택한 값이 표시됩니다.

■ LEVEL

SEL/PUSH EXEC 다이얼로 오프셋 값을 설정

하여 자동 노출 조정 값을 [-7] (어두움), [0] (표

준), [+7] (밝음)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설정은 [0]입니다.

참고

�이 기능은 아이리스, 셔터 속도, 게인을 모두 수동

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IRIS RING ROTATE

WB PRESET SMOOTH WB

AE SHIFT

WB OUTDOOR LEVEL

WB TEMP SET

ATW SENS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CAMERA SET)를 선택합니다.

STEADYSHOT

메
뉴

사
용

� [HYPER GAIN]을 [ON]으로 설정하면 이 기능

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팁
�ASSIGN 버튼에 [ON/OFF] 기능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47페이지).

피사체의 밝기 변화에 따라 노출이 자동으로 조정

되는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FAST],

[MIDDLE], [SLOW]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FAST]입니다.

[F11], [F9.6], [F8], [F6.8], [F5.6], [F4.8], [F4] 중

에서 자동 조정의 최 아이리스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F11]입니다.

참고
�이 기능은 아이리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때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ON
깜빡임을 줄입니다. 형광등과 같은 광원 아래

에서 화면의 깜빡임이 감소합니다.

OFF
깜빡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참고
�광원에 따라 깜빡임이 감소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이 기능을 [ON] (     )으로 설정하면 역광을 보정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 [SPOTLIGHT]를 [ON]으로 설정하면 [BACK

LIGHT]는 [OFF]로 설정됩니다.

� 아이리스, 게인 및 셔터 속도를 모두 수동으로

조정하면 [BACK LIGHT]가 [OFF]로 설정됩니다.

� [HYPER GAIN]을 [ON]으로 설정하면 [BACK

LIGHT]는 [OFF]로 설정됩니다.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이 기능을 [ON] (     )으로 설정하면 무 와 같이

강한 빛이 비추는 피사체를 촬 할 때 빛의 과다

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얼

굴이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BACK LIGHT]를 [ON]으로 설정하면

[SPOTLIGHT]는 [OFF]로 설정됩니다.

�아이리스, 게인 및 셔터 속도를 모두 수동으로

조정하면 [SPOTLIGHT]는 [OFF]로 설정됩니다.

�[HYPER GAIN]을 [ON]으로 설정하면

[SPOTLIGHT]는 [OFF]로 설정됩니다.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 SET
▶STEADYSHOT
카메라 흔들림 감소 설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ACTIVE STEADYSHOT (         )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카메라 흔들림 감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FF
삼각 (별매)를 사용하는 경우 [OFF] 

(          )를 선택하면 이미지가 자연스럽

게 나타납니다.

AE RESPONSE SPOTLIGHT

AUTO IRIS LIMIT

FLICKER REDUCE

BACK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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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용

■ STEADYSHOT TYPE
다양한 촬 상황에 맞춰 카메라 흔들림 감소 유형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HARD
카메라 흔들림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 설정은

팬 또는 틸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촬 에

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STANDARD
표준 카메라 흔들림 감소.

SOFT
카메라 흔들림을 보통으로 줄여줍니다. 동

상이 약간 안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상이 원래 모습 로 보이게 됩니다.

WIDE CONVERSION
이 항목은 광각 변환 렌즈(별매)를 위해 제공된

것으로, 특히 소니 광각 변환 렌즈에 효과적입

니다.

■ ACTIVE STEADYSHOT TYPE
다양한 촬 상황에 맞춰 강력한 카메라 흔들림 감

소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ANDARD
걷거나 움직이는 동안 카메라 흔들림을 더 강

력하게 줄여줍니다.

WIDE CONVERSION
이 항목은 [ACTIVE STEADYSHOT] 모드에서

광각 변환 렌즈(별매)를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특히 소니 광각 변환 렌즈에 효과적입

니다.

참고
� [ACTIVE STEADYSHOT] 설정에서는 이미징

필드가 망원 쪽으로 약간 이동하고 해상도도 약

간 떨어집니다.

팁
�ASSIGN 버튼을 [SET]로 작동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47페이지).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오토 포커스 조정

모드에서 포커스 링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포커

스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이 기능은 FOCUS 스위치가 AUTO로 설정된 경

우에만 효과가 있습니다(28페이지).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80cm 이내에 있는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이 기능을 [OFF] (         )로 설정하

는 경우, 80cm 이내의 피사체에는 포커스를 맞출

수 없지만 줌 위치와 관계없이 80cm보다 더 먼 피

사체에 정 하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핸들 줌 스위치의 FIX 위치에 한 줌 속도를 [1]

(느림)에서 [8] (빠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3]입니다.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파워 줌 레버 및 핸

들 줌의 줌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

정은 [OFF]입니다.

참고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줌을 조작하는 소

리가 레코딩될 수 있습니다.

AF ASSIST

FOCUS MACRO

HANDLE ZOOM

SPEED ZOOM

이 기능을 [ON] (        )으로 설정하면 이미지

가 약 1.5배 더 크게 표시됩니다. 이 경우 이미지

가 디지털로 처리되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집니

다. 이 기능은 야생 조류와 같은 원거리 피사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데 유용합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이 기능은 포맷을 변경하거나 MODE 버튼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캠코더를 끄는 경우 기본 설

정으로 돌아갑니다.

�[REC FORMAT]에 [HD 720/60p FX]/[HD

720/60p FH]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

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25페이지).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47

페이지).

핸들 줌 스위치의 FIX 위치에 한 줌 속도를 [1]

(느림)에서 [8] (빠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설정은 [3]입니다.

씬 사이의 트랜지션에 시각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1) 기 중에 [WHITE FADER] 또는 [BLACK

FADER]를 선택하면 선택한 효과로 페이드 인

되고 레코딩 중에 선택하면 선택한 효과로 페이

드 아웃됩니다.

(2) 레코딩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더 표시등이 깜빡임을 멈추고 페이드가 완

료되면 표시등이 사라집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려면 (1)단계에서

[OFF]를 선택하십시오. 이 설정은 레코딩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없어집니다.

WHITE FADER

BLACK FADER

참고
�이 기능은 포맷을 변경하거나 MODE 버튼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캠코더를 끄는 경우 자동으로

[OFF] (기본 설정)로 설정됩니다.

�[REC BUTTON SET]에서 레코딩 버튼 및 핸들

레코딩 버튼에 해 다른 매체를 선택한 경우에

는 [FADER]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레코딩 매체의 기록 가능한 공간이 1분 미만인 경

우에는 이 기능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47

페이지).

이 기능을 [ON] (            )으로 설정하면 더 넓

은 컬러 범위로 촬 할 수 있습니다. 꽃의 선명하고

생생한 색이나 열 바다의 아름다운 청록색을 재

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이 설정을 [ON]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레코딩한

동 상을 x.v.Color가 지원되지 않는 TV에서 플

레이백하면 컬러가 올바르게 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x.v.Color]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메모리 카드 또는 플래시 메모리가 SD 화질로
레코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동 상 레코딩 도중
�[x.v.Color]를 [ON]으로 설정하면 픽쳐 프로파일
이 비활성화됩니다.

D.EXTENDER

HANDLE ZOOM

FADER

x.v.Color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CAMERA SET)를 선택합니다.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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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용

■ ON/OFFE

[ON]을 선택하면 화면에 컬러 바를 표시하거나 레

코딩 매체에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

하면 캠코더로 촬 한 동 상을 TV나 모니터에서

보면서 컬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이 기능은 포맷을 변경하거나 MODE 버튼으로

기능을 수행하거나 캠코더를 끄는 경우 자동으로

[OFF]로 설정됩니다.

�레코딩 또는 익스펜디드 포커스 작업 도중이나

페이더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TYPE

컬러 바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TONE

[TONE]을 [ON]으로 설정한 경우 오디오 톤 신호

(1kHz: 최고 비트 -20dB)를 출력합니다. 기본 설

정은 [OFF]입니다.

팁

�ASSIGN 버튼에 [ON/OFF]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47페이지).

COLOR BAR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CAMERA SET)를 선택합니다.

TYPE 1

TYPE 2

TYPE 3

TYPE 4(TYPE 3 밝기의 75%)

레코딩 설정, 입력 및 출력 설정
(REC SET/VIDEO OUT)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선

택하면 괄호 안의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

이얼로 (REC/OUT SET)를 선택합니다.

레코딩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ET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REC FORMAT
2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REC BUTTON SET
2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WIDE REC
SD 화질로 레코딩하는 경우 화면비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ON
16:9로 레코딩합니다.

OFF
4:3으로 레코딩합니다. [MARKER]는 [ON],
[ASPECT]는 [4:3]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SMOOTH SLOW REC]의 경우 화면 양쪽
에 블랙 밴드가 나타납니다.

참고
�HD 화질로 레코딩하는 경우 화면비는 16:9로 고

정됩니다.

�[       WIDE REC]이 [OFF]에 설정되어 있는 경

우, [MARKER]는 [ON]으로 설정되고 [ASPECT]

4:3 표시등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에,

[CENTER], [SAFETY ZONE] 또는

[GUIDEFRAME]이 [OFF]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

면 설정에 따라 마커가 표시됩니다. 마커를 표시

하지 않으려면 [MARKER]를 [OFF]로 설정하십시

오(81페이지).

■ OUTPUT SELECT
신호를 출력할 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DI

▶HDMI

COMPONENT

VIDEO

참고
�[SDI]와 [HDMI] 사이에서 설정을 전환하는

경우 화면이 잠시 꺼지고 이미지와 사운드가

멈춥니다.

■ SDI/HDMI/COMPONENT
SDI/HDMI/COMPONENT 단자에서 출력되는 신

호의 해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20p/480i

▶1080i/480i

480p

480i

■ DOWN CONVERT TYPE
비디오 신호를 다운 컨버전할 때의 다운 컨버전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16:9로 레코딩된 동 상 및 정지 상을

출력하는 데 사용합니다.

▶SQUEEZE
이미지의 원래 높이를 유지하면서 가로로 압

축하여 출력합니다.

LETTER BOX (16:9)

LETTER BOX (15:9)

LETTER BOX (14:9)

LETTER BOX (13:9)
이미지의 원래 화면비를 유지하면서 세로로

압축하여 출력합니다.

EDGE CROP
원래 이미지의 오른쪽과 왼쪽 가장자리를 잘

라내고 가운데 부분을 출력합니다.

(REC/OUT SET)
메뉴

REC SET

VIDEO O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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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레코딩 설정
(       AUDIO FORMAT/XLR SET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선

택하면 괄호 안의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REC/OUT SET)를 선

택합니다.

HD 레코딩을 위한 오디오 포맷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LINEAR PCM (          )
리니어 PCM 시스템으로 레코딩합니다.

DOLBY DIGITAL (         )
Dolby Digital 시스템으로 레코딩합니다.

참고

�SD 레코딩의 경우 오디오 포맷은 [DOLBY

DIGITAL]로 고정됩니다.

CH1/CH2에 한 클리핑 노이즈 감소 기능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OFF
이 기능을 해제합니다.

ON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AUTO/MAN(CH1/CH2) 스위치를

MAN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ADPHONE MONITOR 스위치가 STEREO

MIX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헤드폰으로 출력할 사

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EREO
스테레오로 출력합니다.

MONO
모노로 출력합니다.

■ INT MIC SENS

내장 마이크의 레코딩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ORMAL

전문 촬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도입니다.

HIGH
일반 소비자 촬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감도입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 INT MIC WIND

▶OFF
바람소리 노이즈를 줄이지 않습니다.

ON
바람소리 노이즈를 줄입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 XLR AGC LINK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CH1과 CH2에 별도

의 또는 서로 연결된 AGC(Auto Gain Control)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PARATE
CH1/CH2에 별도의 AGC를 적용합니다.
CH1/CH2에서 입력되는 사운드는 별도의 사
운드로 레코딩됩니다.

LINKED
CH2의 AGC와 연결하여 CH1의 AGC를 적
용합니다. CH1/CH2에서 입력되는 사운드는
스테레오 사운드 같이 하나의 사운드 세트로
레코딩됩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이 기능은 CH1과 CH2 스위치를 AUTO에 놓고

INPUT1과 INPUT2 스위치를 모두 MIC 또는

LINE으로 설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40

페이지).

■ AUDIO MANUAL GAIN

외부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CH1과 CH2의 오디오

레벨을 각각 또는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SEPARATE

CH1과 CH2의 오디오 레벨을 각각 제어합니

다. CH1과 CH2에서 입력되는 사운드는 별도

의 사운드로 레코딩됩니다.

LINKED(       )
CH2의 오디오 레벨과 연결하여 CH1의 오
디오 레벨을 제어합니다. CH1과 CH2에서
입력되는 사운드는 스테레오 사운드와 같이
하나의 사운드 세트로 레코딩됩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M      표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이 기능은 CH1과 CH2 스위치를 MAN에 놓고

INPUT1과 INPUT2 스위치를 모두 MIC 또는

LINE으로 설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페이지).

�[LINKED]를 선택하면 CH1의 AUDIO LEVEL

다이얼로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40페이지).

■ INPUT1 TRIM

INPUT1의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8dB], [-12dB], [-6dB], [0dB], [+6dB],

[+12d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0dB]입니다.

참고

�INPUT1 스위치를 LINE에 놓으면 이 설정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 INPUT1 WIND

▶OFF
바람소리 노이즈를 줄이지 않습니다.

ON
바람소리 노이즈를 줄입니다.
상태 확인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참고

�INPUT1 스위치를 LINE에 놓으면 이 설정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AUDIO SET) 메뉴

AUDIO FORMAT

INT MIC SET

XLR SET

AUDIO LIMIT

HEADPHONE OUT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REC/OUT SET)를

선택합니다.

참고

�[       WIDE REC]을 [ON]으로 설정한 상태에

서 SD 화질로 레코딩한 동 상을 표준 4:3 TV

로 보면 상이 원래 높이는 유지하면서 가로로

압축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LETTER

BOX 또는 [EDGE CROP]을 선택합니다.

�설정을 [SQUEEZE]에서 다른 옵션으로 변경하거

나 다른 옵션에서 [SQUEEZE]로 변경하면 화면

이 잠시 꺼지고 이미지와 사운드가 멈춥니다.

■ REC FORMAT

VIDEO INDEX
화면비, 신호 시스템 등의 인덱스 신호를 SDI

출력 신호에 수퍼임포즈합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RP188 ATC

RP188 ATC(Ancillary Time Code)를 SDI

출력 신호에 수퍼임포즈합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VITC LINE SEL
VITC(Vertical Interval Time Code)를 기

록할 SD 비디오 신호의 수직 귀선을 12 ~

20 사이에서 설정합니다. 기본 설정은 [16]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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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2 TRIM

■ INPUT2 WIND

INPUT2도 INPUT1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

습니다.

팁

�-48dBu는 캠코더에 0dB로 설정됩니다.

�기본 제공된 마이크에 해서는 INPUT TRIM을

[0dB]로 설정하십시오.

�INPUT TRIM 기능을 사용하면 외부 마이크의 입

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도가 높은 마이

크를 사용하거나 큰 소리를 레코딩할 경우에는 이

기능을 마이너스 쪽으로 설정하십시오. 감도가 낮

은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작은 소리를 레코딩할 경

우에는 이 기능을 플러스 쪽으로 설정하십시오.

�큰 소리를 레코딩할 때에는 입력 지점 또는 레코딩

지점에서 사운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입력 지점

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INPUT

TRIM 기능을 사용하여 사운드를 조정하십시오. 레

코딩 지점에서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수동

으로 전체 볼륨 레벨을 낮추십시오.

�INPUT TRIM 기능을 지나치게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치면 마이크 볼륨이 너무 낮아져 신호 잡음

비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레코딩하기 전에 사용하는 마이크 또는 레

코딩 현장의 사운드 필드에 따라 [AUDIO SET] 기

능의 효과를 테스트하십시오.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AUDIO SET)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및 뷰파인더의 표시 설정
(MARKER/VF BACKLIGHT/DISPLAY
OUTPUT 등)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선

택하면 괄호 안의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67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DISPLAY SET)를 선택합니다.

지브라 패턴을 표시하여 밝기를 조정하는 데 참조

할 수 있습니다.

■ ON/OFF
[ON]을 선택하면 화면에 및 밝기 레벨이 나타

납니다. 지브라 패턴은 이미지에 기록되지 않습니

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 LEVEL
밝기 레벨은 70~100 사이의 값 또는 100+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70]입니다.

팁
�지브라 패턴은 화면의 이미지에 사전 설정 밝

기보다 더 밝은 부분에 표시되는 줄무늬 패턴

입니다.

�ASSIGN 버튼에 [ON/OFF] 기능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47페이지).

■ ON/OFF
[ON]을 선택하면 표시가 나타나고 윤곽

이 강화된 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포커스를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설정은 [OFF]입니다.

■ COLOR
[WHITE], [RED], [YELLOW] 중에서 피킹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WHITE]입니다.

■ LEVEL
[HIGH], [MIDDLE], [LOW] 중에서 피킹 감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MIDDLE]입

니다.

참고
�강조된 윤곽은 레코딩 매체에 기록되지 않습

니다. 

팁
�이 기능과 함께 익스펜디드 포커스 기능(29페이

지)을 사용하면 포커스를 더 쉽게 조정할 수 있

습니다.

�ASSIGN 버튼에 [ON/OFF]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47페이지).

■ ON/OFF
[ON]을 선택하면 마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

본 설정은 [OFF]입니다. 마커는 레코딩 매체에 기

록되지 않습니다.

■ CENTER
[ON]을 선택하면 화면 중앙에 마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 ASPECT
화면비([4:3], [13:9], [14:9], [15:9] 중에서 선택)로

정의되는 디스플레이 역의 경계에 마커를 표시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 SAFETY ZONE
[80% (16:9)], [80% (4:3)], [90% (16:9)], [90%

(4:3)] 중에서 선택해서 일반 소비자 TV로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역의 경계에 마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DISPLAY SET)
메뉴

ZEBRA

MARKER

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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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EFRAME

[16:9] 또는 [4:3]을 선택하면 프레임 마커를 표

시하여 피사체의 가로 및 세로 위치를 손쉽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참고

�[DISPLAY OUTPUT]을 [ALL OUTPUT]으로 설

정하더라도 [MARKER]를 [ON]으로 선택하는 경

우에는 타임코드만 외부 출력 단자를 통해 외부

제품으로 출력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는 마커를 표시할 수 없습

니다.

�[EXPANDED FOCUS]

�[SMOOTH SLOW REC] 도중

�전원이 켜진 후 현재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때

�마커는 LCD 패널과 뷰파인더에만 표시할 수 있

습니다. 외부 제품에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팁

�모든 종류의 마커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를 가이드 프레임 마커의 십자 표시에 배

치하면 균형이 잡힌 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ASSIGN 버튼에 [ON/OFF]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47페이지).

익스펜디드 포커스 화면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 TYPE 1
이미지를 단순히 확 합니다.

TYPE 2
이미지를 흑백으로 확 표시합니다.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화면에 아이리스,

게인, 셔터 속도 설정을 계속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팁
�수동 조정 중에는 이 기능의 설정과 관계없이 화

면에 설정값이 나타납니다.

� 는 설정이 자동으로 조정된 값임을 나타냅니다.

�이때 나타나는 설정은 DATA CODE 버튼(53페이

지)을 누를 때 표시되는 설정과 다릅니다.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화면에 오디오 레

벨 미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 BAR
줌 위치를 나타내는 바를 표시합니다.

NUMBER

줌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0~99)를 표시합

니다.

매뉴얼 포커스 모드에서 포커스 거리를 표시할 단

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ETER
포커스 거리를 미터 단위로 표시합니다.

FEET
포커스 거리를 피트 단위로 표시합니다.

셔터 속도를 표시할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SECOND
셔터 속도를 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DEGREE
셔터 속도를 도 단위로 표시합니다.
캠코더가 이미지 센서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읽는 시간과 같은 셔터 속도가 360도로 정
의됩니다. 도는 이 정의에 따라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 [REC FORMAT]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면 1/60초가 360도로 정의됩니다.
HD 1080/60i FX SD 480/60i HQ
HD 1080/60i FH SD 480/60i HQ
HD 1080/60i HQ SD 480/60i HQ
HD 1080/60i LP SD 480/60i HQ
HD 720/60p FX SD 480/60i HQ
HD 720/60p FH SD 480/60i HQ

- [REC FORMAT]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면 1/24초가 360도로 정의됩니다.
HD 1080/24p FX SD 
480/24pSCAN HQ
HD 1080/24p FH SD  
480/24pSCAN HQ

- [REC FORMAT]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면 1/30초가 360도로 정의됩니다.
HD 1080/30p FX SD   
480/30pSCAN HQ
HD 1080/30p FH SD   
480/30pSCAN HQ

[REC FORMAT]에 한 자세한 내용은 25페
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DATA CODE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의 설정과

관계없이 셔터 속도가 초 단위로 표시됩니다.

팁

�360°보다 느린 셔터 속도는 360°x2와 같이

360°의 배수로 표시됩니다.

LCD 화면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CD 밝기

를 변경해도 레코딩되는 이미지의 밝기에는 향을

주지 않습니다.

팁

�LCD 백라이트를 끌 수도 있습니다(15페이지).

LCD 패널의 컬러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CD

컬러 레벨을 변경해도 레코딩되는 이미지의 컬러 레

벨에는 아무 향이 없습니다.

LCD 화면의 백라이트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NORMAL
표준 밝기

BRIGHT
LCD 화면을 밝게 합니다.

참고
�캠코더를 외부 전원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BRIGHT] 설정이 선택됩니다.

�[BRIGHT]를 선택하면 배터리로 촬 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줄어듭니다.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DISPLAY SET)를 선택합니다.

EXPANDED FOCUS TYPE

CAMERA DATA DISPLAY

FOCUS DISPLAY

LCD BRIGHT

LCD COLOR

LCD BACKLIGHT LEVEL

SHUTTER DISPLAY

AUDIO LEVEL DISPLAY

ZOOM DISPLAY

아이리스 값

게인 값

셔터 속도 값

오디오 레벨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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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뉴

사
용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괄호 안의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레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F

프레임 모드를 드롭 프레임 모드로 설정합니다.

NDF

프레임 모드를 논드롭 프레임 모드로 설정합니

다.

참고
�HD 1080/24p로 레코딩하는 경우 프레임 모드

는 [NDF]로 고정됩니다.

팁
드롭 프레임이란?

타임코드를 처리할 때 30프레임을 1초로 간주하지

만 NTSC 이미지 신호의 실제 프레임 주파수는

29.97 프레임/초입니다. 결국 레코딩 시간이 길어

질수록 타임코드가 실제 시간보다 서서히 지연됩

니다. 드롭 프레임 기능은 타임코드를 실제 시간과

같도록 조정합니다. 드롭 프레임 프로세스에서는

매 10분째를 제외하고 각 초의 처음 2프레임을 기

록하지 않습니다. 드롭 프레임 프로세스 없이 레코

딩하는 것을 논드롭 프레임 레코딩이라고 합니다.

타임코드가 증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REC RUN

레코딩 중에만 타임코드가 증가합니다.

이전 레코딩의 마지막 타임코드에 이어서 타임

코드를 기록하려면 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FREE RUN

캠코더의 작동 모드와 상관 없이 타임코드가

증가합니다.

참고
�[REC RUN] 모드에서 타임코드가 증가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임코드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레코딩 포맷을 변경하는 경우

- 이미지를 메모리 카드와 플래시 메모리에 동

시에 레코딩하는 경우

- 레코딩 매체를 분리하는 경우

▶ PRESET

새로 설정한 타임코드를 레코딩 매체에 기록합니

다.

REGENERATE

레코딩 매체에서 이전 레코딩의 마지막 타임코

드를 읽고 백스페이스 편집 중에 마지막 타임

코드에 이어서 새 타임코드를 기록합니다.

타임코드는 [TC RUN] 설정과 관계없이 [REC

RUN] 모드로 작동합니다.

▶ OFF

유저 비트 코드에 실제 시간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ON

유저 비트 코드에 실제 시간을 저장합니다.

(TC/UB SET) 메뉴
(TC PRESET/UB PRESET/TC FORMAT 등)

TC PRESET

UB PRESET

TC FORMAT

TC RUN

TC MAKE

UB TIME REC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TC/UB SET)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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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코드로 GPS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OCAL TIME
보정된 시차를 적용하여 시간을 표시합니다.
서머 타임 설정을 적용한 현지 시간이 표시됩
니다.

UTC TIME
UTC(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표시
합니다.

참고

�정지 상의 경우 [LOCAL TIME]을 선택하면 삼각

측량된 시간이 [            ]로 표시됩니다.

타임코드와 같은 표시 정보를 어디로 출력할 것인가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CD PANEL
정보를 LCD 화면과 뷰파인더에 출력합니다.

ALL OUTPUT
정보를 LCD 화면, 뷰파인더, SDI 출력,
HDMI 출력, 컴포넌트 출력 및 비디오 출력에
출력합니다.

참고

� [MARKER]가 [ON]으로 설정되어 있고 화면에

마커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타임코드만 출력됩

니다.

뷰파인더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NORMAL
표준 밝기

BRIGHT
뷰파인더 화면을 밝게 합니다.

참고

�캠코더를 외부 전원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BRIGHT] 설정이 선택됩니다.

�[BRIGHT]를 선택하면 배터리로 촬 할 수 있

는 시간이 다소 줄어듭니다.

팁

▶ ON
뷰파인더의 이미지를 컬러로 표시합니다.

OFF
뷰파인더의 이미지를 흑백으로 표시합니다.

▶ AUTO
LCD 패널을 닫거나 칭 모드로 촬 하는
동안 뷰파인더를 켭니다.

ON
항상 뷰파인더를 켭니다.

AUTO
동 상 레코딩 모드로 되돌아가거나
[SMOOTH SLOW REC]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동 상 레코딩 가능 시간을 표시합니
다. 남은 시간이 5분 이상이면 표시는 8초
후 사라집니다.

▶ ON
남은 동 상 레코딩 가능 시간을 항상
표시합니다.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DISPLAY SET)를 선택합니다.

VF BACKLIGHT GPS TIME DISPLAY

DISPLAY OUTPUTVF COLOR

VF POWERMODE

REM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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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이미지에 날짜와 시간을 수퍼임포즈하지 않습니다.

ON

이미지에 날짜와 시간을 수퍼임포즈합니다.

팁
�지브라 또는 피킹을 활성화하면 날짜와 시간 문

자가 신호의 향을 받지만 이미지에는 올바르

게 기록됩니다.

▶OFF

멜로디를 취소합니다.

ON

레코딩을 시작/정지하거나 경고 표시등이 표시

될 때 멜로디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면 전면 카메라 레코딩 표

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이 기능을 [OFF]로 설정하면 후면 카메라 레코딩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기본 설정은 [ON]입니

다.

팁

�이 기능은 ASSIGN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7페이지).

이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22페이지). 기본 설

정은 [ON]입니다.

팁

�캠코더가 다른 리모트 컨트롤 유닛에서 보내는

명령에 응답하지 않게 하려면 [OFF]로 설정하십

시오.

총 작동 시간을 10시간 단위로 표시합니다.

11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
뉴

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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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OTHERS)를 선택합니다.

DATE REC

BEEP

REC LAMP[F] (레코딩 표시등[전면])

REC LAMP[R] (레코딩 표시등[후면])

REMOTE CONTROL

OPERATION TIME

CALIBRATION

참고
�[ON]으로 설정하면 마지막 2자리가 00으로 고

정됩니다.

기본 설정에는 ▶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선

택하면 괄호 안의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메뉴를 선택하는 방법은 67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4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7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계를 정지하지 않고도 시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

다. 캠코더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시계를 현지

시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정지하지 않고도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시간을 1시간 빠르게 설정하려면 [ON]으

로 설정합니다.

▶OFF

서머 타임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ON

서머 타임을 설정합니다.

LCD 화면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팁
�모국어가 없는 경우는 [ENG[SIMP]](Simplified

Englis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OTHERS) 메뉴
레코딩 시 설정 또는 기타 기본 설정
(AREA SET/BEEP 등)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TC/UB SET)를 선택

합니다.

ASSIGN BUTTON

CLOCK SET

AREA SET

DST SET/SUMMERTIM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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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치할 애플리케이션의 언어를 선택한 다음

[OK]를 클릭합니다.

⑤ 설치 마법사 화면이 나타나면 [Next]를 클릭합

니다.

⑥ 사용권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동의하

면 [Next]를 클릭합니다.

⑦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드라이브 또는 폴더를

선택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⑧ 바탕화면 바로가기를 만들려면 옵션을 선택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⑨ 캠코더 전원을 켠 다음 기본 제공된 USB 케이

블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캠코더에 [USB SELECT]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

납니다.

⑩ 캠코더 화면에서 [      ] 또는 [      ]를 누릅

니다.

�[USB SELECT]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MODE 버튼을 누른 다음 [MANAGE

MEDIA] → [USB CONNECT]를 누르십시

오.

⑪ [Next]를 클릭합니다.

⑫ 화면의 지시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⑧단계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⑬ 컴퓨터에서 CD-ROM을 제거합니다.

컴퓨터에서 캠코더 분리하기
① 컴퓨터 바탕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Safely remove USB

Mass Storage Device-Drive]를 클릭합니다.

② 캠코더 화면에서 [END] → [YES]를 누릅니다.

③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컴
퓨
터
에

연
결

88

컴퓨터 준비하기(Windows)
"Content Management Utility"를 사용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이미지 가져오기

�가져온 이미지 확인하기

컴퓨터를 사용하여 동 상을 저장하려면 먼저 제

공된 CD-ROM "Content Management Utility"

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이미지를 편집하

거나 디스크를 만들려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1단계 컴퓨터 시스템 확인하기

Microsoft Windows XP SP3*2/Windows Vista

SP2*3/Windows 7

FX 모드에서 HD 화질로 비디오를 플레이백하려면

Intel Core 2 Duo 2.20 GHz CPU 이상을 사용합니다.

FX 이외의 모드로 레코딩한 HD 비디오는 더 느린

CPU로 플레이백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카드의

성능에 따라 FX 모드를 사용하여 레코딩한 HD 비

디오는 위의 권장 사항보다 느린 CPU로도 플레이

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려면 Intel Pentium III

1GHz 이상이 필요합니다.

- 컴퓨터로 동 상 가져오기

- SD 화질로 처리하기

Windows XP: 512MB 이상(1GB 이상 권장) 단,

SD 화질의 동 상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256MB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Windows Vista/Windows 7: 1GB 이상

설치 시 필요한 디스크 용량: 약 100MB

동 상을 가져오거나 보기 위해 등록할 때에는 NTFS

또는 exFAT 파일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24 × 768도트

USB 포트(기본 탑재되어야 함, High-Speed

USB(USB 2.0 호환)) (설치를 위해 CD-ROM 드

라이브 필요)

*1 표준 설치가 필요합니다. OS가 업그레이드된

경우 또는 멀티 부팅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64비트 Edition 및 Starter(Edition)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3 Starter(Edition)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일부 컴퓨터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acintosh 컴퓨터는 기본 제공된 "Content

Management Utility" 소프트웨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단계 기본 제공된 "Content Management
Utility"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캠코더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에

"Content Management Utility"를 설치합니다.

① 캠코더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② 컴퓨터의 전원을 켭니다.

�설치를 위해 관리자로 로그온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실

행 중인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닫으십시오.

③ 컴퓨터의 디스크 드라이브에 제공된 CD-

ROM "Content Management Utility"를 넣습

니다.

설치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작] → [컴퓨터]

(Windows XP의 경우 [내 컴퓨터])를 클릭한

다음 [SONYCMU(E:)] (CD-ROM)를 더블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연결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미지 저장

OS*1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디스플레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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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팩이 너무 빨리 방전되는 경우

�주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습니다. 또는 배터리 팩이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다시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12, 108페이지).

LCD 화면에 잔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원을 끄기 전에 DK-415 케이블을 뽑거나 배터리 팩을 분리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

동이 아닙니다.

뷰파인더의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뷰파인더 렌즈 조정 레버를 움직이십시오(16페이지).

뷰파인더에서 이미지가 사라진 경우

�[VF POWERMODE]를 [AUTO]로 설정하면 LCD 패널이 열려 있는 동안 파인더 표시등이 계속 꺼져 있

습니다(84페이지).

기본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REMOTE CONTROL]을 [ON]으로 설정하십시오(87페이지).

�무선 리모트 커맨더와 캠코더의 리모트 센서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십시오.

�햇빛이나 OHP 조명과 같이 강한 광원을 리모트 센서에서 먼 위치에 배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무선

리모트 커맨더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배터리를 배터리함의 +/- 극성 표시에 맞게 넣으십시오(122페이지).

기본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할 때 다른 상 장비가 오작동하는 경우

� 상 장비에 DVD2 이외의 명령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 상 장비의 센서를 검은 종이로 덮으십시오.

제품을 REMOTE 단자에 연결했을 때 캠코더 또는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연결된 제품이 줌과 같은 일부 작업에 느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캠코더의 REMOTE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제품에서 케이블을 분리하면 캠코더가 설정을

적절히 저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의 REMOTE 단자에서도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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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다음 흐름도를 참조하십시오.

�전원/LCD 화면/무선 리모트 커맨더ooo90페이지

�메모리 카드/플래시 메모리 유닛ooo92페이지

�레코딩ooo92페이지

�플레이백ooo95페이지

�TV 연결ooo96페이지

�더빙/편집/다른 제품 연결ooo97페이지

�GPSooo97페이지

�컴퓨터 연결ooo98페이지

전원이 켜지지 않거나 갑자기 꺼지는 경우

�충전된 배터리 팩을 캠코더에 장착하십시오(12페이지).

�AC 어댑터/충전기를 사용하여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하십시오(12페이지).

전원을 켰는데도 캠코더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AC 어댑터/충전기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서 분리하거나 배터리 팩을 제거한 다음, 약 1분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RESET 버튼을 누르십시오(121페이지).

캠코더가 따뜻해진 경우

�캠코더는 사용하는 동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남은 배터리 시간 표시등에 정확한 시간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주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습니다. 또는 배터리 팩이 충분히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배터리를 다시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12, 108페이지).

�표시된 시간은 특정 상황에서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CD 패널을 열거나 닫은

경우 남은 배터리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기까지 약 1분이 소요됩니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① 90 ~ 98페이지의 항목을 참조하여 캠코더를 확인합니다.

▼
② 전원을 분리하고 약 1분 후 전원을 다시 연결한 다음 캠코더를 켭니다.

④ 소니 리점 또는 가까운 소니 공식 서비스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③ 뾰족한 물건을 사용하여 RESET 버튼(121페이지)을 누른 다음 캠코더를 켭니다.

날짜, 시간 및 역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

전원/LCD 화면/무선 리모트 커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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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동 상 레코딩 표시등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남은 동 상 레코딩 표시등(84페이지)을 항상 표시하려면 [       REMAINING]을 [ON]으로 설정하십시오.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는데 캠코더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메모리 카드가 컴퓨터에서 포맷되었습니다. 캠코더에서 포맷하십시오(65페이지).

데이터 파일 이름이 정확하지 않거나 깜빡이는 경우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캠코더에서 지원하는 파일 포맷을 사용하십시오(104페이지).

레코딩 매체 표시등이 깜빡이는 경우

�레코딩 매체 중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레코딩 매체의 레코딩을 정지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복구하십시오.

레코딩 매체의 이미지를 삭제할 수 없는 경우

�편집 화면에서 삭제할 이미지를 100장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보호되어 있습니다. 보호 기능을 해제하십시오(58페이지).

레코딩 버튼을 눌 는데 레코딩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

�플레이백 화면이 표시되었습니다. 플레이백을 마치십시오(49페이지).

�레코딩 매체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새 레코딩 매체로 교체하거나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62페

이지) 레코딩 매체를 포맷하십시오(65페이지).

�동 상 씬의 총 개수가 캠코더로 레코딩 가능한 용량을 초과했습니다(102페이지).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

제하십시오(62페이지).

�캠코더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캠코더의 전원을 끈 다음 서늘한 장소에 한동안 그 로 두십시오.

�캠코더의 온도가 매우 낮습니다. 캠코더의 전원을 끈 다음 따뜻한 장소에 한동안 그 로 두십시오.

�특정 레코딩 버튼으로만 레코딩을 시작/정지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레코딩 버튼 설정을 확인하십

시오(24페이지).

�레코딩 매체 중 하나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레코딩 매체의 레코딩을 정지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복구하십시오.

핸들 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핸들 줌 스위치를 FIX 또는 VAR에 놓으십시오(27페이지).

레코딩을 중지해도 액세스 표시등이 켜져 있는 경우

�방금 촬 한 씬이 메모리 카드에 기록되는 중입니다.

문제 해결 (계속)

메모리 카드/플래시 메모리 유닛

레코딩

이미징 필드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이미징 필드는 캠코더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실제 동 상 촬 시간이 레코딩 매체의 예상 촬 시간보다 짧은 경우

�촬 조건에 따라 촬 가능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예: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 하는 경우 등)

(101페이지).

변경한 설정이 캠코더에 유지되지 않는 경우

�전원을 껐을 때 일부 메뉴 항목은 기본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69페이지).

�LCD 백라이트 설정 및 EXPANDED FOCUS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POWER 스위치가 ON에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분리했습니다.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충전기를 분리하

기 전에 POWER 스위치를 OFF에 놓고 액세스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코딩 버튼을 누른 시점과 실제로 동 상 레코딩이 시작 또는 정지되는 지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캠코더에서 레코딩 버튼을 누르는 지점과 실제로 동 상 레코딩이 시작/정지되는 지점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동시 레코딩한 동 상의 시작/정지 지점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              SET]를 [                            ] 또는 [                           ]로 설정하고 동시 레

코딩을 수행하는 경우 레코딩되는 동 상에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

다.

화면비(16:9(와이드)/4:3)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

�HD 상의 화면비는 16:9(와이드)입니다.

오토 포커스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FOCUS 스위치를 AUTO에 놓아 오토 포커스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28페이지).

�오토 포커스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하십시오(28페이지).

MODE 메뉴에서 기능을 선택했을 때 [This function is currently not available.]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MODE 메뉴에 현재 선택되어 있는 모든 작업을 마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SMOOTH SLOW REC]의 [REC FORMAT]에 720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REC FORMAT]으로 1080

을 선택하십시오.

메뉴 항목이 흐려져 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흐리게 표시된 항목은 현재 레코딩/플레이백 상황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프레임을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피사체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

�포커스면 현상입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촬상 장치(CMOS 센서)가 이미지 신호를 읽는 방식으로

인해 프레임을 빠르게 지나가는 피사체가 촬 조건에 따라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LCD 화면이 너무 밝아 피사체를 볼 수 없는 경우

�[BACK LIGHT]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HYPER GAIN]을 [OFF]로 설정하십시오.

LCD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피사체를 볼 수 없는 경우

�DISPLAY 버튼을 수 초 동안 눌러 백라이트를 켜십시오(15페이지).

이미지에 가로 줄이 나타나는 경우

�형광등, 나트륨등 또는 수은등 조명에서 촬 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셔터

속도를 변경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30페이지).

이미지가 수평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는 경우

�플래시를 사용하여 피사체를 비추는 경우 발생합니다. 가능한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

습니다(30페이지).

TV 화면 또는 컴퓨터 화면을 촬 할 때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는 경우

�셔터 속도를 조정해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30페이지).

미세한 패턴이 깜빡이거나 각선이 들쭉날쭉해 보이는 경우

�[DETAIL]을 음수 쪽으로 조정하십시오(38페이지).

타임코드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

�[            SET] 및 [REC FORMAT]의 설정을 변경하면 타임코드가 순차적으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메모리 카드/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참조하십시오(92페이지).

원하는 상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이미지를 플레이백할 수 없는 경우.

�VISUAL INDEX 화면에서 플레이백할 이미지의 레코딩 매체 및 화질을 선택합니다(49페이지).

�파일 이름 또는 폴더를 수정하거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편집한 경우 이미지 데이터를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정지 상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파일 이름이 깜빡입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107페이지).

�다른 제품에서 기록한 상은 플레이백되거나 잘못된 크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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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스, 게인, 셔터 속도 또는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경우

�AUTO/MANUAL 스위치를 MANUAL에 놓으십시오

화면에 작은 흰색, 적색, 청색 또는 녹색 점이 나타나는 경우

�이 현상은 느린 셔터 속도를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30페이지).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사용할 수 없는 기능 상황

[AE SHIFT]의 [BACK

LIGHT], 

[SPOTLIGHT], [ON/ OFF]

[FADER]

[ZEBRA], [PEAKING], 

[CAMERA DATA DISPLAY]

[MARKER]의 [ON/OFF]

[LCD BACKLIGHT LEVEL], 

[VF BACKLIGHT]

[TC PRESET]

[TC FORMAT]

[UB TIME REC]

[AREA SET], [DATE REC], 

[DST SET]/ [SUMMERTIME]

[x.v.Color]

[COLOR BAR]

[D.EXTENDER] 

문제 해결 (계속)

�일부 기능은 동시에 작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기능과 메뉴의 예를 나타냅니다.

[HYPER GAIN]을 [ON]으로 설정한 경우

레코딩 버튼 및 핸들 레코딩 버튼을 각각 다른 레코딩 매체에 설정한 경우

캠코더가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없는 경우

레코딩 매체에 남은 용량이 1분 미만인 경우

[COLOR BAR]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COLOR BAR]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EXPANDED FOCUS]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전원을 켰을 때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동안

AC 전원을 사용하는 동안

[TC MAKE]를 [REGENERATE]으로 설정한 경우

[TC RUN]을 [FREE RUN]으로, [TC MAKE]를 [PRESET]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타임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TC RUN]을 [FREE RUN]으로, [TC MAKE]를 [PRESET]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타임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             SET]을 [HD-SD] 또는 [SD-HD]로 설정한 경우

동 상이 레코딩되고 있는 동안 [FADER]를 선택한 경우

[EXPANDED FOCUS]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REC FORMAT]을 [HD 720/60p FX] 또는 [HD 720/60p FH]로 설정한 경우 플레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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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케이블 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75Ω(옴) 동축 케이블로 연결한 TV 또는

모니터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모두 플레이백되지 않는 경우

�USB 단자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HDMI OUT 및 SDI OUT 단자에서 신호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4:3 TV에서 이미지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경우

�16:9(와이드) 모드로 촬 한 상을 4:3 TV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REC/ OUT SET] ->

[VIDEO OUT] -> [DOWN CONVERT TYPE] -> 적절한 다운 컨버전 유형을 선택하십시오(77페이지).

4:3 TV 화면의 위쪽과 아래쪽에 블랙 역이 나타나는 경우

�16:9(와이드) 모드로 촬 한 상을 4:3 TV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연결한 제품의 표시창에 타임코드와 기타 정보가 나타나는 경우

�A/V 연결 케이블로 연결한 동안에는 [DISPLAY OUTPUT]을 [LCD PANEL]로 설정하십시오(84페이지).

A/V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더빙할 수 없는 경우

�A/V 연결 케이블을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캠코더 이미지를 더빙할 다른 제품의 입력 단자에

A/V 연결 케이블을 연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코딩 후 레코딩 매체에 사운드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

�캠코더로 레코딩한 후에는 레코딩 매체에 사운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더빙할 수 없는 경우

�HDMI 케이블로는 동 상을 더빙할 수 없습니다.

캠코더가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장애물로 인해 캠코더가 GPS 위성으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개방된

지역으로 가져가십시오. 무선 신호가 도달하지 않는 장소에 해서는 10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삼각 측량 위치가 현재 실제 위치와 다른 경우

�캠코더가 주변 건물에서 반사된 무선 신호 또는 약한 무선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허용 오차가 최

수백 미터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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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일 이름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거나 깜빡이는 경우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파일 포맷이 캠코더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104페이지).

�폴더 구조가 범용 표준과 호환되지 않을 경우 파일 이름만 표시됩니다.

사운드가 나오지 않거나 작게 나오는 경우

�볼륨을 높이십시오(51페이지).

�[SMOOTH SLOW REC]을 사용하여 촬 한 동 상에는 사운드가 없습니다.

화면에 "---"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

�플레이백하고 있는 레코딩 매체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레코딩되었습니다.

�플레이백하고 있는 레코딩 매체는 [HYPER GAIN]을 [ON]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레코딩되었습니다.

�[SMOOTH SLOW REC] 또는 [COLOR BAR]를 [ON]으로 설정하고 레코딩한 동 상의 카메라 데이터

에는 바가 표시됩니다.

�[PHOTO CAPTURE]로 생성한 정지 상의 노출 보정 값 및 플래시 정보에는 바가 표시됩니다.

화면에 표시가 나타나는 경우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촬 한 동 상을 플레이백하는 경우 나타납니다.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는

캠코더에서 2채널 스테레오로 다운 믹스되어 플레이백됩니다.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로 연결된 TV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모두 플레이백되지 않는 경우

�연결한 제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VIDEO OUT]을 설정하십시오(77페이지).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A/V 연결 케이블의 적색 및 흰색 플러그를 연결했는지 확인하

십시오(55페이지).

HDMI 케이블로 연결된 TV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모두 플레이백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신호가 기록된 이미지는 HDMI OUT 단자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HDMI 케이블로 연결된 TV, 프로젝터 또는 AV 증폭기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모두

플레이백되지 않는 경우

�HDMI 케이블로 연결된 TV, 프로젝터 또는 AV 증폭기에서 상을 볼 수 없거나 사운드가 들리지 않는

경우 HDMI 케이블을 분리했다 다시 연결하거나 캠코더를 다시 켜보십시오.

TV 연결

더빙/편집/다른 제품 연결

GPS

문제 해결 (계속)



99

오류가 발생하면 LCD 화면이나 뷰파인더에 경고

표시등이 나타납니다.

증상과 관련된 문제 중 일부는 사용자가 직접 해

결할 수 있습니다. 몇 번 해결을 시도한 후에도 문

제가 지속되면 소니 리점이나 가까운 소니 인증

서비스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C:04:□□

�배터리 팩이 "InfoLITHIUM" 배터리 팩이 아

닙니다. "InfoLITHIUM" 배터리 팩을 사용하

십시오(108페이지).

C:06:□□

�배터리 팩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배터리

팩을 교체하거나 분리하여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C:13:□□

�레코딩 매체를 분리하고 다시 장착한 후에

캠코더를 작동하십시오.

C:32:□□

전원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한 다음, 캠코더

를 다시 작동하십시오.

E:20:□□ / E:61:□□ / E:62:□□ / 

E:92:□□ / E:94:□□ / E:95:□□

�90페이지의 2 ~ 4단계를 수행하십시오.

(남은 배터리량 경고)

�배터리 팩이 거의 다 소모되었습니다.

�작동 환경 또는 배터리 상태에 따라 약 5분

~10분이 남은 경우에도 표시가 깜빡

일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 온도 관련 경고 표시등)

�배터리 팩의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배터리

팩을 교체하거나 분리하여 서늘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메모리 카드 관련 경고 표시등)

느리게 깜빡이는 경우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

족해지고 있습니다. 캠코더에 사용할 수 있

는 메모리 카드 종류에 해서는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19페

이지).

빠르게 깜빡이는 경우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

족합니다.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62

페이지) 이미지를 다른 매체에 저장한 다음

(88페이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십시오(65

페이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손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66페이지).

(메모리 카드 포맷 관련 경고 표시등)

�메모리 카드가 손상되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올바르게 포맷되지 않았습니

다(65페이지).

(호환되지 않는 메모리 카드

관련 경고 표시등)

�호환되지 않는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었습니

다(2페이지).

(메모리 카드의 쓰기 방지

관련 경고 표시등)

�다른 제품이 메모리 카드 액세스를 제한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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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캠코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다시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다음, 다시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동 상을 볼 수 없거나 컴퓨터로 복사할 수 없는 경우

�컴퓨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한 다음, 다시 연결하십시오.

�캠코더의 동 상을 컴퓨터로 복사하려면 기본 제공된 "Content Management Utility"를 설치해야 합니

다(88페이지).

컴퓨터 화면이 정지하는 경우

�컴퓨터와 캠코더에서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컴퓨터를 다시 부팅한 다음, 컴퓨터와 캠코더를 올바른 순

서에 따라 연결합니다(88페이지).

문제 해결 (계속)

컴퓨터 연결

경고 표시등 및 메시지

자가 진단 표시/경고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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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시간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경우 작동

시간(근사치)

(단위: 분)

참고

�ECM-XM1 사용

�일반적 레코딩 시간은 레코딩 시작/정지, 줌 등

을 반복하면서 촬 하는 경우의 시간을 나타냅

니다.

�캠코더를 25�C(권장 온도: 10�C ~ 30�C)에서

작동하여 측정한 시간입니다.

�캠코더를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면 레코

딩 및 플레이백 시간이 줄어듭니다.

�캠코더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레코딩 및 플레

이백 시간이 줄어듭니다.

플레이백 시간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경우 작동

시간(근사치)

(단위: 분)

참고

�LCD 백라이트를 켠 채로 LCD 화면으로 플레이

백

HD 화질

■ [       AUDIO FORMAT]을

[LINEAR PCM]으로 설정한 경우

(단위: 분)

■ [       AUDIO FORMAT]을

[DOLBY DIGITAL]로 설정한 경우

(단위: 분)

100

(플래시 메모리 유닛 관련 경고 표시등)

느리게 깜빡이는 경우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

족해지고 있습니다. 캠코더에 사용할 수 있

는 플래시 메모리 유닛에 해서는 20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플래시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20페이지).

빠르게 깜빡이는 경우

�이미지를 레코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

족합니다. 불필요한 이미지를 삭제하거나

(62페이지) 이미지를 다른 매체에 저장한

다음(88페이지) 플래시 메모리 유닛을 포맷

하십시오(65페이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손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66페이지).

(플래시 메모리 유닛 포맷 관련

경고 표시등)

�플래시 메모리 유닛이 손상되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유닛이 올바르게 포맷되지 않았

습니다(65페이지).

* [BEEP]를 [ON]으로 설정한 경우(87페이지), 화

면에 경고 표시등이 나타나면 멜로디가 들립니

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나면 지시를 따르십시오.

경고 표시등 및 메시지 (계속)

경고 메시지

기타 정보

동 상 레코딩 시간

각 배터리 팩의 레코딩 및 플레이백
예상 시간

배터리팩
연속 일반적

레코딩 시간 레코딩 시간

NP-F570 110 65

NP-F770 235 135

NP-F970 365 205

AVCHD AVCHD AVCHD AVCHD

24 M 17 M 9 M 5 M

(FX) (FH) (HQ) (LP)

1GB 4 6 10 15

(4) (6) (8) (10)

2GB 10 10 20 35

(10) (10) (15) (30)

4GB 20 25 45 70

(20) (25) (35) (60)

8GB 40 55 95 150

(40) (55) (70) (130)

16GB 85 110 190 300

(85) (110) (145) (260)

32GB 170 225 385 605

(170) (225) (295) (525)

AVCHD AVCHD AVCHD AVCHD

24 M 17 M 9 M 5 M

(FX) (FH) (HQ) (LP)

1GB 5 6 10 20

(5) (6) (9) (15)

2GB 10 10 25 40

(10) (10) (15) (35)

4GB 20 25 50 90

(20) (25) (40) (75)

8GB 45 55 105 185

(45) (55) (80) (155)

16GB 90 115 215 375

(90) (115) (165) (315)

32GB 180 235 435 750

(180) (235) (335) (630)

배터리팩

NP-F570 170

NP-F770 355

NP-F970 530

예상 동 상 레코딩 시간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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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AC 100V~240V, 50Hz/60Hz 범위의 모든 국가

/지역에서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를 사용

하여 캠코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D 동 상 보기
1080/60i가 지원되는 국가/지역에서는 촬 한 동

상과 같은 HD 화질로 동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및 AUDIO/VIDEO 입력 단자가 있는

NTSC 시스템 기반, 1080/60i 호환 TV(또는 모니

터)가 필요합니다.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기본

제공) 또는 HDMI 케이블(별매)을 연결해야 합니

다.

SD 동 상 보기
SD 동 상을 보려면 AUDIO/VIDEO 입력 단자가

있는 NTSC 시스템 기반 TV가 필요합니다. A/V

연결 케이블을 연결해야 합니다.

TV 컬러 시스템
이 캠코더는 NTSC 시스템이므로 AUDIO/VIDEO

입력 단자가 있는 NTSC 시스템 TV에서만 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시차 차이로 간단히 시계 설정하기
해외에 있을 때에는 현지 시간과의 시차를 고려하

여 시계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AREA SET]

를 선택한 다음, 시차를 설정하십시오(86페이지).

102

SD 화질
(단위: 분)

참고

�레코딩 가능 시간은 촬 및 피사체 조건, [REC

SET] (77페이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 숫자는 최소 레코딩 가능 시간을 나타냅니

다.

팁

�HD 화질로 최 3,999씬의 동 상, 또는 SD 화질

로 최 9,999씬의 동 상을 레코딩할 수 있습니

다.

�연속 레코딩 가능 시간은 최 약 13시간입니다.

�캠코더는 VBR(가변 비트 레이트) 포맷을 사용

하여 레코딩 장면에 맞게 화질을 자동으로 조정

합니다. 이 기술로 인해 매체의 레코딩 시간이

항상 달라집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한 이미

지가 포함된 동 상은 높은 비트 레이트로 레코

딩되므로 전체 레코딩 시간이 줄어듭니다.

�동 상의 각 레코딩 모드의 비트 레이트(동 상

+ 오디오 등), 픽셀 수 및 화면비는 다음과 같습

니다.

- HD 화질

FX: 최 24Mbps 1920 × 1080/16:9,

1280 × 720/16:9

FH: 약 17Mbps(평균) 1920 × 1080/16:9,

1280 × 720/16:9

HQ: 약 9Mbps(평균) 1440 × 1080/16:9

LP: 약 5Mbps(평균) 1440 x 1080/16:9

- SD 화질

HQ: 약 9Mbps(평균) 720 × 480/16:9, 4:3

�정지 상의 픽셀 수 및 화면비

(정지 상은 동 상에서 생성됩니다.)

1920 × 1080도트/16:9

640 × 360도트/16:9

640 × 480도트/4:3

동 상 레코딩 시간 (계속)

SD 9 M(HQ) 

1GB 10 (10)

2GB 25 (25)

4GB 55 (50)

8GB 115 (105)

16GB 235 (210)

32GB 475 (425)

시스템 사용지수

NTSC 바하마, 볼리비아, 캐나다, 중앙 아메

리카,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가

이아나, 자메이카, 일본, 한민국, 멕

시코, 페루, 수리남, 만, 필리핀, 미

국, 베네수엘라 등

PAL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

덜란드, 홍콩, 헝가리, 이탈리아, 쿠웨

이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노르웨

이,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슬로

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

국, 국 등

시스템 사용지수

PAL-M 브라질

PAL-N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르과이

SECAM 불가리아, 프랑스, 기아나, 이란, 이라

크, 모나코,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 캠코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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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ory Stick PRO Duo" 매체, 플래시 메모리 유닛

**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

� 이미지 관리 파일

이 파일을 삭제하면 이미지를 올바르게 레코딩/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이 파일은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HD 동 상 관리 정보 폴더

이 폴더에는 HD 화질의 동 상 레코딩 데이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를 열거나 컴퓨

터에서 이 폴더의 내용에 액세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이미지 파일이 손상되거

나 이미지 파일이 플레이백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 SD 동 상 파일(MPEG-2 파일)

파일의 확장자는 ".MPG"이며, 최 크기는

2GB입니다. 파일의 용량이 2GB를 초과하면

파일이 분할됩니다.

파일 번호는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파일 번호가

9999를 초과하면 다른 폴더가 생성되어 새 동

상 파일이 기록됩니다. 폴더 이름이 [101PNV01]

-> [102PNV01]과 같이 증가합니다.

� 정지 상 파일(JPEG 파일)

파일의 확장자는 ".JPG"입니다. 파일 번호는 자

동으로 증가합니다. 파일 번호가 9999를 초과

하면 다른 폴더가 생성되고 새 정지 상 파일

이 저장됩니다.

폴더 이름이 [101MSDCF] → [102MSDCF]와

같이 증가합니다.

�MODE 버튼을 누른 다음 [MANAGE MEDIA]

→ [USB CONNECT] → [     ]/[     ]를 선택

하면 USB 연결을 통해 컴퓨터에서 메모리 카드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캠코더의 파일 또는 폴더를 수정하

지 마십시오. 이미지 파일이 손상되거나 플레이

백이 안될 수 있습니다.

�위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동이 보장되지 않습니

다.

�이미지 파일을 삭제할 때는 62페이지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컴퓨터에서 직접 캠코더의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하여 레코딩 매체를 포맷하지 마

십시오. 캠코더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컴퓨터에서 레코딩 매체의 파일을 복사하지 마

십시오. 작동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Content

Management Utility"를 사용하여 레코딩 매체

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입력하십시오.

파일/폴더 구조는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캠코더에서 동 상과 정지 상을 레코딩/플레이백할 때에 일반

적으로 파일/폴더 구조를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AVCHD 포맷이란?
AVCHD 포맷은 효율적인 데이터 압축 코딩 기술

을 사용하여 HD 신호를 기록하는 HD 디지털 비

디오 카메라 포맷입니다. MPEG-4 AVC/H.264

포맷은 비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채택되었

으며, Dolby Digital 또는 리니어 PCM 시스템은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MPEG-4 AVC/H.264 포맷은 기존의 이미지 압

축 포맷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미지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AVCHD 포맷은 데이터 압축 시스템을 사용하

기 때문에 이미지, 앵 또는 밝기가 갑자기 바

뀌는 씬에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캠코더에서 레코딩 및 플레이백하기
이 캠코더는 AVCHD 포맷에 기반하여 HD 화질

로 레코딩합니다. HD 화질 이외에도, 기존의

MPEG2 포맷으로 SD 신호를 레코딩할 수 있습니

다.

비디오 신호*: MPEG-4 AVC/H.264

1920 ×1080/60i, 1920 ×1080/24p, 1280 ×

720/60p, 1440 × 1080/60i

오디오 신호: Dolby Digital 2채널, 리니어 PCM

2채널

레코딩 매체: 메모리 카드, 플래시 메모리 유닛(별

매)

* 위에 나와 있지 않은 AVCHD 포맷으로 기록된

데이터는 이 캠코더에서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

다.

�1080i 규격

1,080 유효 주사선과 인터레이스 시스템을 이용

하는 HD 규격.

�720p 규격

720 유효 주사선과 프로그레시브 시스템을 이용

하는 HD 규격.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매우 정확

한 US 우주 위성에서 지리적 위치를 계산하는 시

스템입니다. GPS 위성은 지구의 20,000km 상공

에 있는 6개의 궤도에 있습니다. GPS 시스템은

24개 이상의 GPS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PS 수신기는 위성으로부터 무선 신호를 수신해

서 궤도 정보(알마낙 데이터)와 신호의 이동 시간

등을 기반으로 수신기의 현재 위치를 계산합니다.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GPS 수신기는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해당 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GPS 위성의 위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캠코더

를 사용하는 위치나 시간에 따라 위치를 파악하

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신기가 위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GPS"는 GPS 위성의 무선 신호를 삼각 측량하

여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빌딩이나 나무로 둘러싸인 장소와 같이 무선 신

호가 차단되거나 반사되는 곳에서 캠코더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보이는 환경에서 캠코

더를 사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GPS 위성의 무선 신호가 캠코더에

도달할 수 없는 위치 또는 상황에서는 위치 정

보를 기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터널 안, 실내 또는 빌딩으로 가려진 곳

- 높은 빌딩 사이 또는 빌딩으로 둘러싸인 좁

은 길

- 지하 장소, 집한 나무로 둘러싸인 장소, 높

은 다리 아래 또는 고전압 케이블 주변과 같

이 자기장이 생성되는 장소

- 캠코더와 동일한 주파수 역의 무선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 주변: 1.5GHz 역 휴 전화

등의 근처

다음 페이지에 계속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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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및 플래시 메모리 유닛의 파일/폴더 구조 유지보수 및 주의사항

AVCHD 포맷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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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측량 오류
�GPS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한 후 바로 다른 위

치로 이동하는 경우 같은 위치에 머무를 때에

비해 캠코더가 삼각 측량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GPS 위성의 위치로 인한 오류

캠코더가 3개 이상의 GPS 위성에서 무선 신호

를 수신하면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삼각 측량합

니다. GPS 위성이 허용하는 삼각 측량 오류는

약 30m입니다. 위치의 환경에 따라 삼각 측량

오류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위치

는 GPS 정보에 기반한 지도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GPS 위성은 미국 국방

부에 의해 제어되며 정확도는 의도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삼각 측량 프로세스 중 오류

캠코더는 삼각 측량 중 매초마다 위치 정보를 획

득합니다.

항공기에서의 GPS 사용 제한
항공기가 이륙 및 착륙하는 동안에는 기내 안내

지시에 따라 GPS 스위치를 OFF에 놓고 캠코더를

끄십시오. 그 외의 경우에는 장소나 상황의 규정에

따라 GPS를 사용하십시오.

지리적 좌표 시스템
"WGS-84" 지리적 좌표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Memory Stick" 매체는 작고 휴 할 수 있는

용량 IC 기록 매체입니다.

이 캠코더에는 표준 "Memory Stick" 매체의 절반

크기인 "Memory Stick Duo" 매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캠코더에서 모든 종류의 "Memory Stick

Duo" 매체가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제품은 8비트 병렬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지

않지만 "Memory Stick PRO Duo" 매체와 동일

한 4비트 병렬 데이터 전송을 지원합니다.

�이 제품은 "MagicGate" 기술을 사용하는 데이

터를 기록하거나 플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MagicGate"는 콘텐츠를 암호화된 포맷으로 기

록하고 전송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입니다.

�컴퓨터(Windows OS/Mac OS)에서 포맷한

"Memory Stick PRO Duo" 매체는 이 캠코더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읽기/쓰기 속도는 어떤 "Memory Stick

PRO Duo" 매체 호환 제품에 어떤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습니다.

�소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손상 또는 손실된

데이터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캠코더가 "Memory Stick PRO Duo" 매체에

서 이미지 파일을 읽거나 쓰는 동안(액세스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깜빡이는 동안)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배출하거

나 캠코더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 팩을 교체

하기 위해 분리한 경우

-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자석이나

자기장 부근에서 사용한 경우

�중요한 데이터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백업

할 것을 권장합니다.

�"Memory Stick PRO Duo" 매체의 메모 역

을 너무 세게 누르면서 메모를 기록하지 마십시

오.

�"Memory Stick PRO Duo" 매체 또는

"Memory Stick Duo" 매체 어댑터에 라벨 등

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Memory Stick PRO Duo" 매체는 케이스에

넣어 휴 하거나 보관하십시오.

�단자를 손으로 만지거나 금속 물체로 접촉하지

마십시오.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구부리거나

떨어뜨리거나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Memory Stick PRO Duo" 매체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이들이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Memory Stick PRO Duo" 매체 이외의 물건

을 "Memory Stick Duo" 매체 슬롯에 삽입하

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여름철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와 같이 온도가

극히 높은 장소

-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습도가 극히 높거나 부식성 가스에 노출된

장소

■"Memory Stick Duo" 매체 어댑터
�"Memory Stick" 매체 호환 제품에서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

시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Memory Stick Duo" 매체 어댑터에 삽입하십

시오.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Memory

Stick Duo" 매체 어댑터에 삽입할 때에는 정확

한 방향으로 끝까지 삽입하십시오. 잘못 사용하

면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Memory Stick Duo" 매체 어댑터에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삽입하여

"Memory Stick" 매체 호환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Memory Stick" 매체 호환 제품에 정확한 방

향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오작동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Memory Stick Duo" 매체 어

댑터를 "Memory Stick" 매체 호환 제품에 삽

입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이미지 데이터 호환성
�이 캠코더로 "Memory Stick PRO Duo" 매체

에 기록한 이미지 데이터 파일은 JEITA(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가 제정한 "카메라 파

일 시스템 설계 규칙" 범용 표준을 따릅니다.

�이 캠코더에서는 이 범용 표준과 호환되지 않는

다른 제품(DCR-TRV900 또는 DSC-

D700/D770)으로 레코딩한 정지 상을 플레이

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일부 지역에

서 판매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에서 사용했던 "Memory Stick PRO

Duo" 매체를 사용할 수 없으면 이 캠코더로 포

맷하십시오(65페이지). 포맷을 실행하면

"Memory Stick PRO Duo" 매체의 모든 정보

가 삭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캠코더로 이미지를 플

레이백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에서 수정한 이미지 데이터를 플레이

백하는 경우

- 다른 제품에서 레코딩한 이미지 데이터를 플

레이백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에 계속 �

기
타

정
보

유지보수 및 주의사항 (계속)

"Memory Stick" 매체

"Memory Stick" 매체 종류 레코딩/플레이백

"Memory Stick Duo" 매체
-

("MagicGate" 사용)

"Memory Stick PRO Duo" 
�

매체

"Memory Stick PRO-HG Duo" 
�*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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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InfoLITHIUM" 배터리 팩(L 시리즈)과

호환됩니다. 이 캠코더는 "InfoLITHIUM" 배터리

팩으로만 작동합니다. "InfoLITHIUM" L 시리즈 배

터리 팩에는 마크가 있습니다.

"InfoLITHIUM" 배터리 팩이란?
"InfoLITHIUM" 배터리 팩은 캠코더와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 사이의 작동 조건과 관련된 정

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진 리튬 이온 배터리 팩

입니다.

"InfoLITHIUM" 배터리 팩은 캠코더의 작동 조건에

따라 소비 전력을 계산하여 남은 배터리량을 분

단위로 표시합니다.

AC 어댑터/충전기를 사용하면 남은 배터리량과

충전 시간이 나타납니다.

배터리 팩 충전
�캠코더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배터리 팩을 충

전해야 합니다.

�배터리 팩은 주변 온도가 10℃ ~ 30℃인 장소

에서 AC 어댑터/충전기의 충전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

난 온도에서 배터리 팩을 충전하면 배터리가 효

율적으로 충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의 효과적 사용
�주변 온도가 10�C 미만이면 배터리 팩의 성능

이 저하되며 배터리 팩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이 더 짧아집니다. 이 경우 배터리 팩을 더 오래

사용하려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시

오.

- 배터리 팩을 주머니에 넣어 따뜻하게 한 다

음, 촬 을 시작하기 직전에 캠코더에 삽입하

십시오.

- 용량 배터리 팩 NP-F770/F970(별매)을

사용하십시오.

�LCD 화면을 자주 사용하거나 플레이백, 빨리감

기 또는 되감기 조작을 자주 하면 배터리 팩이

더 빨리 소모됩니다.

용량 배터리 팩 NP-F770/F970(별매)을 사용

할 것을 권장합니다.

�캠코더로 촬 또는 플레이백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POWER 스위치를 OFF에 놓으십시오.

캠코더가 레코딩 기 또는 플레이백 일시정지

모드일 때에도 배터리 팩은 소모됩니다.

�예상 촬 시간의 2 ~ 3배에 해당하는 예비 배

터리 팩을 준비하고 실제로 촬 하기 전에 시험

촬 을 해 보십시오.

�배터리 팩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본 배

터리 팩은 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남은 배터리량 표시등
�남은 배터리량 표시등에 배터리 팩의 남은 전력

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도 전원이 꺼지면

배터리 팩을 다시 완충하십시오. 그러면 남은 배

터리량이 정확하게 표시됩니다. 단, 배터리 팩을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하거나 완충된 상태

로 방치하거나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 표시등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남은 배터리량은 략적인

지침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배터리량이 적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는 작

동 조건이나 주위 온도에 따라 남은 배터리량이

5 ~ 10분인 경우에도 깜빡입니다.

배터리 팩 보관
�배터리 팩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년

에 한 번쯤 완전히 충전하여 캠코더에서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사용하면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을 보관하려면 캠코더에서

분리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장소에 두십시오.

�캠코더에서 배터리 팩을 완전히 방전하려면 전

원이 꺼질 때까지 캠코더를 레코딩 기 모드로

두십시오(14페이지).

배터리 수명
�배터리 용량은 시간의 경과 또는 반복적 사용에

따라 감소합니다. 반복된 충전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크게 감소된 경우에는 새 것으로 교체하

십시오.

�각 배터리의 수명은 보관, 작동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AC 어댑터/충전기(기본 제공)를 사용하여 지정

된 배터리만 충전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배터리

를 충전하면 배터리가 누수되거나 뜨거워지거나

파열되거나 감전을 일으켜 화상이나 부상의 원

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는 AC 어댑터/충전기에서

분리하십시오.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의 CHARGE 표

시등은 다음과 같이 2가지 패턴으로 깜빡입니다.

빠르게 깜빡임...약 0.15초 간격으로 빠르게 켜지

고 꺼집니다.

느리게 깜빡임...약 1.5초 동안 켜짐/꺼짐을 반복

하고 약 1.5초 동안 완전히 꺼집니다. 표시등은

이 순서를 반복됩니다.

�CHARGE 표시등이 빠르게 깜빡이는 경우 충전

중인 배터리를 제거하고 동일한 배터리를 다시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CHARGE 표시등이 계속

빠르게 깜빡이는 경우 배터리가 손상되었거나

배터리가 지정된 유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터

리가 지정된 유형인지 확인하십시오. 지정된 유

형일 경우 먼저 배터리를 제거한 다음, 새 배터

리나 문제가 없는 배터리를 부착하여 AC 어댑

터/충전기가 제 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AC 어댑터/충전기가 제 로 작동하면 배터리가

손상된 것일 수 있습니다.

�CHARGE 표시등이 느리게 깜빡이는 경우 AC

어댑터/충전기가 기 모드이거나 충전이 중단

된 것입니다. 주변 온도가 충전에 적절한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AC 어댑터/충전기는 자동으로

충전을 중단하고 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주변

온도가 적절한 온도가 되면 AC 어댑터/충전기

는 충전을 다시 시작하고 CHARGE 표시등이

켜집니다. 배터리 팩은 주변 온도가 10�C ~

30�C인 곳에서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x.v.Color는 소니가 제안한 xvYCC 표준을 쉽

게 가리키기 위한 용어이며 소니의 상표입니다.

�xvYCC는 비디오의 색공간을 나타내는 국제 표

준입니다. 이 표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송 표

준보다 광범위한 색공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및 관리
�캠코더와 액세서리를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

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온도가 극히 높거나 낮은 장소. 제품을 직사

광선, 히터 근처, 햇빛 아래 주차된 차량과 같

이 60�C 이상의 고온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오작동이나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자기장이나 기계적 진동이 있는 장소.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한 무선 전파나 방사선 부근. 캠코더가 올

바르게 레코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M 수신기나 상 제품 근처. 노이즈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모래가 많은 해변이나 기타 먼지가 많은 장

소. 캠코더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면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작동 문제는 수리

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LCD 화면, 뷰파인더 또는 렌즈가 직사광선

에 노출될 수 있는 창 부근이나 실외. LCD

화면이나 뷰파인더 내부가 손상됩니다.

- 습도가 높은 장소

�이 캠코더는 DC 7.2V(배터리 팩) 또는 DC

8.4V(AC 어댑터)로 작동하십시오.

�DC 또는 AC 전원으로 작동하려면 이 사용 설

명서에서 권장하는 액세서리를 사용하십시오.

�캠코더를 비 또는 바닷물과 같은 물에 닿지 않

도록 하십시오. 캠코더가 물에 닿으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작동 문제는 수리가 불가

능할 수 있습니다.

�본체 안에 고체 또는 액체 물질이 들어간 경우,

플러그를 뽑고 소니 리점의 점검을 받으십시

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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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LITHIUM" 배터리 팩

배터리 팩 충전

x.v.Color

캠코더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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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메모리 카드 또는 비슷한 물건의 모서리로 화

면에 표시된“×”를 세 번 누릅니다.

�올바른 곳을 누르지 않은 경우 다시 보정하십시오.

�보정을 취소하려면 [CANCEL]을 누릅니다.

참고

�보정할 때 끝이 날카로운 물건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LCD 화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취급
�케이스가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천에 물을

살짝 묻혀서 닦은 다음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내십시오.

�표면 마감 처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

항

- 시너, 벤젠, 알코올. 화학 섬유, 방충제, 살충

제,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 위와 같은 물질을 손에 묻힌 상태에서 캠코

더를 직접 취급하지 마십시오.

- 케이스를 고무나 비닐 제품과 접촉된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렌즈 관리 및 보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드러운 천으로 렌즈 표면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 렌즈 표면에 지문이 묻은 경우

- 덥거나 습한 장소에서

- 렌즈가 해변과 같이 염분이 많은 공기에 노

출된 경우

�더러움이나 먼지가 적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곰팡이가 슬지 않도록 위의 설명과 같이 렌즈를

정기적으로 닦으십시오. 캠코더를 장시간 최적

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약 1개월에 한 번쯤 캠코

더를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 충전
POWER 스위치가 OFF에 있는 때도 날짜, 시간

및 기타 설정을 유지하기 위한 충전식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는 캠

코더가 AC 어댑터/충전기를 통해 벽 콘센트(벽 소

켓)에 연결되어 있거나 배터리 팩이 부착되어 있는

동안 항상 충전됩니다. AC 어댑터/충전기나 배터

리 팩을 연결 또는 장착하지 않고 캠코더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식 배터리는 약 3개월 후

완전히 방전됩니다.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

한 후 캠코더를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날짜를 기록할 필요가 없으면 내장형 충전

식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도 캠코더는 계속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POWER 스위치를 OFF에 놓은 상태에서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를 사용하여 캠코더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하고 24시간 이상 그 로 두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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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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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및 주의사항 (계속)

�함부로 다루거나, 분해 또는 수정하거나, 물리적 충

격을 주거나, 망치로 치거나 떨어뜨리거나 밟는 등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특히 렌즈에 주의하십시오.

�변형되거나 손상된 배터리 팩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캠코더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POWER 스위

치를 OFF에 놓으십시오.

�캠코더를 수건과 같은 물건으로 감싼 상태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과열될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분리할 때에는 선을 잡

지 말고 플러그를 잡고 당기십시오.

�전원 코드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는 등 전원

코드(주 리드선)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금속 접점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무선 리모트 커맨더와 버튼형 배터리는 어린이

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를

실수로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

시오.

�배터리 전해액이 누출된 경우

- 가까운 공인 소니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 피부에 묻은 액체는 깨끗이 씻으십시오.

- 액체가 눈에 들어 간 경우 충분한 물로 씻고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캠코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기적으로 캠코더를 켜고 약 3분 동안 상을

플레이백하십시오.

�배터리 팩을 완전히 방전한 다음 보관하십시오.

수분 응결
이 캠코더를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가져

가면 캠코더 내부에 수분이 응결되어 캠코더가 오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수분이 응결된 경우
캠코더의 전원을 끈 채로 1시간 정도 그 로 두십시오.

■ 수분 응결에 한 참고사항
캠코더를 다음과 같이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

로 또는 그 반 로 이동하거나 습한 장소에서 사

용하면 수분이 응결될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스키 슬로프에서 난방 장치가 가동되

는 장소로 가져간 경우

�캠코더를 에어컨이 켜진 자동차나 실내에서 더

운 장소로 가져간 경우

�폭풍이나 소나기가 내린 후 캠코더를 사용하는 경

우

�캠코더를 덥고 습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수분 응결을 막는 방법
캠코더를 추운 장소에서 따뜻한 장소로 가져갈 경

우에는 비닐 봉지에 싸서 완전히 봉하십시오. 비

닐 봉지 안의 온도가 주변 온도와 같아지면(약 1시

간 후) 봉지에서 꺼내십시오.

LCD 화면
�LCD 화면을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화면이 손

상될 수 있습니다.

�캠코더를 추운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LCD 화

면에 잔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캠코더를 사용하는 동안 LCD 화면의 뒷면이 뜨

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 LCD 화면 청소
LCD 화면이 지문이나 먼지로 오염되면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십시오. LCD 클리닝 키트(별매)를 사

용할 경우 세척액을 LCD 화면에 직접 뿌리지 마

십시오. 세척액을 세척 용지에 적셔서 사용하십시

오.

터치 패널 조정(보정)
터치 패널의 버튼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작동하는 동안 기본 제공된 AC 어댑터/충전기를

사용하여 캠코더를 벽 콘센트(벽 소켓)에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① 캠코더의 전원을 켭니다.

②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SEL/PUSH

EXEC 다이얼로 (OTHERS) 

→ [CALIBRATION]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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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파인더 내부에서 먼지 제거하기

1 뷰파인더의 아이피스를 분리합니다.

뷰파인더 분리 레버를 아래로 내려 놓고(① ),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뷰파인더의 아이피스

를 들어 올립니다(② ).

2 아이피스와 뷰파인더 내부의 먼지를

압축 공기로 제거하십시오.

시스템
비디오 신호

NTSC 컬러, EIA 표준

HDTV 1080/60i, 720/60p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
HD 화질: MPEG-4 AVC/H.264 AVCHD

SD 화질: MPEG-2 PS

오디오 레코딩 시스템
리니어 PCM 2채널(48kHz 16비트)

Dolby Digital 2채널(48kHz 16비트)

Dolby Digital Stereo Creator 채택

정지 상 기록 시스템
DCF Ver. 2.0

Exif Ver. 2.21

MPF Baseline

레코딩 매체(동 상/정지 상)
"Memory Stick PRO Duo" 매체, 플래시 메

모리 유닛

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Class

4, 6, 10)

뷰파인더
뷰파인더(컬러, 흑백)

상: 1.1cm(0.45타입, 화면비 16:9)

총 도트 수:

1,226,880(약 852 x 3[RGB] x 480)

촬상 소자
6.0 mm(1/3타입) 3 CMOS 센서

총 화소 수: 약 1,120,000픽셀

유효 화소 수(동 상, 16:9):

약 1,040,000픽셀

유효 화소 수(동 상, 4:3):

약 780,000픽셀

렌즈
G 렌즈

20배(광학), 약 30배(디지털, [D.EXTENDER]

를 [ON]으로 설정한 경우)

포커스 길이

f=4.1 ~ 82.0mm

35mm 스틸 카메라로 환산 시*

29.5 ~ 590mm(16:9),

36.1 ~ 722mm(4:3)

F1.6 ~ 3.4

필터 직경: 72mm

색온도
[AUTO]

(원푸시) A/B

[INDOOR] (3,200K)

[OUTDOOR] (5,800K±7 오프셋 레벨)

[MANU WB TEMP] (2,300K ~ 15,000K,

100K 단위)

최소 조도
1.5lx(고정 셔터 속도 1/30, 오토 게인, 오토

아이리스) (F.1.6)

* [STEADYSHOT]의 [SET]을 [STEADYSHOT]

또는 [OFF]로 설정한 경우

출력 커넥터
VIDEO OUT 단자

핀 커넥터

1Vp-p, 75Ω(옴) 언밸런스드, 네거티브 동기

AUDIO OUT 단자
핀 커넥터

-10dBu(부하 임피던스 47kΩ(킬로옴)), 2.2k

Ω(킬로옴) 미만의 출력 임피던스

(0dBu = 0.775Vrms)

COMPONENT OUT 단자
Mini-D 단자

Y: 1Vp-p, 75Ω(옴)

PB/PR, CB/CR: 0.7Vp-p, 75Ω(옴)

HDMI OUT 단자
HDMI 커넥터

SDI OUT 단자
BNC

SMPTE292M/259M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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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치수(근사치)
136×51×90mm(너비/높이/깊이) (돌출 부분

제외)

중량(근사치)
270g: 전원 코드(주 리드선) 제외

* 기타 규격은 AC 어댑터/충전기에 부착된 라벨

을 참조하십시오.

충전식 배터리 팩 NP-F770
최 출력 전압

DC 8.4V

출력 전압
DC 7.2V

최 전압
DC 8.4V

최 충전 전류
3.0A

용량
표준: 31.7Wh(4,400mAh)

최소: 30.0Wh(4,200mAh)

유형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 팩 NP-F570
(HXR-NX5N과 함께 제공)
최 출력 전압

DC 8.4V

출력 전압
DC 7.2V

최 전압
DC 8.4V

최 충전 전류
3.0A

용량
표준: 15.8Wh(2,200mAh)

최소: 15.0Wh(2,100mAh)

유형
리튬 이온

디자인 및 규격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olby Laboratories의 라이센스 하에 제조되었습

니다.

상표
�“NXCAM”로고는 Sony의 상표입니다.

�"AVCHD" 및 "AVCHD" 로고는 Panasonic

Corporation과 Sony의 상표입니다.

�“Memory Stick ,”“ ,”“Memory Stick

Duo,”“ ,”“Memory Stick

PRO Duo,”“ ,”

“Memory Stick PRO-HG Duo,”

“ ,”“MagicGate,”

“ ,”“MagicGate Memory

Stick”및“MagicGate Memory Stick Duo”는

Sony의 상표입니다.

�"InfoLITHIUM"은 Sony의 상표입니다.

� 는 Sony의 상표입니다.

�"x.v.Color"는 Sony의 상표입니다.

�Dolby 및 두 개의 D자 기호는 Dolby Laborat

ories의 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 및 Windows Vista는 미

국 및 다른 국가에서 미국 Microsoft Corpora

tion의 상표입니다.

�Macintosh 및 Mac 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HDMI, HDMI 로고 및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HDMI Licensing

LL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Intel, Intel Core 및 Pentiu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 또는 자회사의 상

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Adobe, Adobe 로고 및 Adobe Acrobat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SDHC 로고는 상표입니다.

�MultiMedia Card는 MultiMediaCard

Association의 상표입니다.

이 설명서에 표시된 기타 모든 제품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또한 이 설명

서에서는 ™ 및“�”표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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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단자
스테레오 미니 단자(∅ 3.5mm)

입력 커넥터
INPUT1/INPUT2 단자

XLR 3핀, 암

MIC: -48dBu: 3kΩ(킬로옴)

(INPUT TRIM 기능으로 -60dBu ~ 30dBu

범위에서 6dBu 간격으로 가변)

LINE: +4dBu: 10kΩ(킬로옴)

(0dBu = 0.775Vrms)

입력/출력 커넥터
USB 단자

mini-B

리모트 단자
스테레오 미니 단자(∅ 2.5mm)

TC LINK IN/OUT 단자
핀 커넥터

IN: 0.5V ~ 18Vp-p, 10kΩ(킬로옴)

OUT: 1.2Vp-p, 75Ω(옴)

(IN/OUT 전환 가능)

LCD 화면
상
8.0cm(3.2타입, 화면비 16:9)

총 도트 수
921,600(1,920 × 480)

일반 사항
사용 전원

DC 7.2V(배터리 팩)

DC 8.4V(AC 어댑터/충전기)

평균 소비 전력*
ECM-XM1 마이크와 보통 밝기의 뷰파인더를

사용하여 카메라 레코딩 시: 7.9W

ECM-XM1 마이크와 보통 밝기의 LCD를 사

용하여 카메라 레코딩 시: 7.9W

* 플래시 메모리 유닛 HXR-FMU128을 사용하는

경우 평균 소비 전력이 약 1.1W 증가합니다.

작동 온도
0℃ _ 40℃

보관 온도
-20�C ~ +60�C

치수(근사치)
173×193×449mm(너비/높이/깊이) (돌출 부분

포함)

173×193×449mm(너비/높이/깊이) (배터리

팩 NP-F570의 돌출 부분 포함)

173×193×449mm(너비/높이/깊이) (배터리

팩 NP-F770의 돌출 부분 포함)

중량(근사치)
2.2kg: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 포함 시

2.5kg: 배터리 팩(NP-F570), 렌즈 덮개 겸 렌

즈 후드, 마이크(ECM-XM1) 포함 시

2.6kg: 배터리 팩(NP-F770), 렌즈 덮개 겸 렌

즈 후드, 마이크(ECM-XM1) 포함 시

AC 어댑터/충전기 AC-VL1
사용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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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전력
22W

출력 전압
DC 8.4V*

작동 온도
0℃ _ 40℃

보관 온도
-20�C ~ +60�C

규격 (계속)



액세서리 슈 장착하기
액세서리 슈를 그림과 같이 액세서리 슈 마운트에

장착합니다.

①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의 가장자리를 들어 올린

다음,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에 표시된 화살표

와 반 방향으로 당겨서 액세서리 슈에서 제

거합니다.

② 액세서리 슈의 돌출부를 액세서리 슈 마운트의

홈에 맞춘 다음, 나사 4개를 사용하여 마운트

에 고정합니다.

③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의 끝 부분이 슈의 끝에

맞물릴 때까지 플레이트 표면의 화살표 방향으

로 끼워 넣습니다.

액세서리 슈를 분리하려면
"액세서리 슈 장착하기"의 ①단 계 와 같은 방법으로

슈 플레이트를 분리합니다. 나사 4개를 풀고 액세

서리 슈 마운트에서 액세서리 슈를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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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
른

참
조

� 숄더 스트랩용 후크(120)

� ASSIGN 7/EXPANDED FOCUS 

버튼(47)

� 액세서리 슈 마운트

� 마이크 고정 클램퍼(10)

� 마이크 홀더(10)

� 마이크(10)

� 액세서리 슈

� TC LINK 스위치(44)

� TC LINK IN/OUT 단자(44)

� 줌 레버(27)

괄호( ) 안의 숫자는 참조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빠른 참조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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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에 한 참고사항

개인 소비자가 패키지형 매체에 한 상

정보 인코딩의 MPEG-2 표준에 따라 사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MPEG-2 특허 포트

폴리오의 해당 특허하의 라이센스 없이 본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합니다. 이 사용권은 MPEG LA, L.L.C.,

250 Steele Street, Suite 300, Denver,

Colorado 8020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AVC 특허 포트폴리오 라이센스

로부터 사용권을 허가 받았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 용도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i) AVC 표준과 호환되는 비디오("AVC 비

디오")를 인코딩하고 또는 (ii) 다른 소비자

가 개인 용도 및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코딩

한 AVC 비디오 및/또는 AVC 비디오 공

급에 해 허가를 받은 비디오 공급업체로

부터 입수한 AVC 비디오를 디코딩하기 위

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 해서는 사용권을 부여하거

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는 MPEG

LA, L.L.C.에 문의하십시오. 

HTTP://MPEGLA.COM을 확인하십시오.

이 캠코더에는 "C Library", "Expat", "zlib",

“libjpeg,”“dtoa”및 "pcre" 소프트웨어가 제공됩

니다. 소니는 저작권 소유자의 사용권 계약에 기초

하여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

니는 다음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절을

읽으십시오.

CD-ROM "Content Management Utility"의

"License" 폴더에 있는 "license1.pdf"를 읽으십시

오. “C Library,”“Expat,”“zlib,”“libjpeg,”

“dtoa”및 "pcre"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 있습니

다( 어).

GNU GPL/LGPL 적용 소프트웨어

이 캠코더에는 다음 GNU General Public

License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이하 "GPL") 또는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이하 "LGPL")가 적용되는 소프트웨

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공된 GPL/LGPL의 조건에 따라 이러

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한 소스 코드에 액세

스하고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는 웹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URL

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할

때는 캠코더 모델로 HXR-NX5J를 선택하십시오.

http://www.sony.net/Products/Linux/

소스 코드의 내용에 한 문의는 자제해 주십시오.

CD-ROM "Content Management Utility"의

"License" 폴더에 있는 "license2.pdf"를 읽으십시

오. "GPL" 및 "LGPL"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어)

이 들어 있습니다.

PDF를 보려면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Adobe Reader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Adobe Systems 웹 사이트

(http://www.adob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

습니다.

규격 (계속)

액세서리 슈플레이트

액세서리 슈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

액세서리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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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DEO OUT 단자/AUDIO OUT 단자

(55)

� COMPONENT OUT 단자(55)

� HDMI OUT 단자(55)

� USB 단자(88)

� SDI OUT 단자(55)

� RELEASE 레버(20)

� 핸들 줌 레버(27)

� 핸들 레코딩 버튼(21)

� INPUT2 단자(10)

� INPUT1 단자(10)

� 케이블 홀더(10)

마이크 케이블 등 고정용

� INPUT2 스위치(40)

� INPUT1 스위치(40)

� REMOTE 단자

REMOTE 단자는 상 장비 및 상 장비

에 연결된 주변기기의 플레이백 등을 제어

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그립 벨트(14)

� POWER 스위치(14)

� 레코딩 버튼(21)

� 플래시 메모리 유닛 마운트(20)

플래시 메모리 유닛(별매) 부착용

� GPS 스위치(42)

ON으로 설정한 경우 캠코더는 GPS 정보(레

코딩 위치 및 시간)를 획득하여 이미지와 함

께 기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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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11)

�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11)

� 내장 마이크(40)

� 전면 레코딩 표시등(87)

남은 레코딩 매체 또는 배터리 용량이 적

으면 레코딩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 리모트 센서(87)

� ASSIGN 4/ZEBRA 버튼(47)

� ASSIGN 5/AE SHIFT 버튼*(47)

� ASSIGN 6/VISUAL INDEX 버튼(47)

� CH1(INT MIC/INPUT1) 스위치(40)

� AUTO/MAN(CH1) 스위치(41)

� AUDIO LEVEL(CH1) 다이얼(41)

� AUDIO LEVEL(CH2) 다이얼(41)

� AUTO/MAN(CH2) 스위치(41)

� CH2(INT MIC/INPUT1/INPUT2) 

스위치(40)

� ASSIGN 1/2*/3 버튼(47)

� PUSH AUTO 버튼(28)

� FOCUS 스위치(28)

� ND 필터(31)
* ASSIGN 5/AE SHIFT 버튼 및 ASSIGN 2 버튼

에는 찾기 쉽도록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 (계속)

플래시 메모리 유닛 단자 덮개

플래시 메모리 유닛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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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버튼

RESET 버튼을 누르면 시계 설정을 포함

한 모든 설정(픽쳐 프로파일 설정 제외)이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 VISUAL INDEX 버튼(49)

� 플레이백 제어 버튼

(PREV/PLAY*/NEXT/STOP/

PAUSE/SCAN/ SLOW) (49)

� DATA CODE 버튼(53)

� DISPLAY 버튼(53)

� LCD 화면/터치 패널(15)

� 핸들 줌 스위치(27)

� 뷰파인더(16)

� 형 아이컵(16)

� 뷰파인더 렌즈 조정 레버(16)

� 뷰파인더 분리 레버(112)

� HEADPHONE MONITOR 스위치(42)

� 후면 레코딩 표시등(87)

남은 레코딩 매체 또는 배터리 용량이 적

으면 레코딩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 STATUS CHECK 버튼(54)

� PICTURE PROFILE 버튼*(33)

� MODE 버튼(57)

� MENU 버튼**(17, 67)

� SEL/PUSH EXEC 다이얼/�/� 버튼

(17, 67)

� VOLUME 버튼*(49)

� TC/U-BIT 버튼

타임코드와 유저 비트 사이에서 LCD 화

면에 표시할 내용을 전환합니다.

MODE 버튼(57)

�/�/�/�/EXEC 버튼(67)

MENU 버튼*(17, 67)

* PICTURE PROFILE버튼, VOLUME+ 버튼,

MENU 버튼 및 PLAY 버튼에는 찾기 쉽도록 작

은 돌기가 있습니다.

**MENU 버튼에는 찾기 쉽도록 작은 돌기가 있습

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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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숄더 스트랩용 후크

� 포커스 링(28)

� 렌즈 덮개 레버(11)

� 줌 링(27)

� 아이리스 링(29)

� GAIN 버튼(30)

� WHT BAL 버튼*(31)

� SHUTTER SPEED 버튼(30)

� AUTO/MANUAL 스위치(29)

� (헤드폰) 단자

스테레오 미니 단자 헤드폰용

� BATT RELEASE 버튼(12)

� 배터리 팩(12)

� 메모리 카드 B 슬롯/선택 버튼/액세스

표시등(19)

� 메모리 카드 A 슬롯/선택 버튼/액세스

표시등(19)

� (원푸시) 버튼(32)

�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스위치(31)

� 게인 스위치(30)

� IRIS 버튼(29)
* WHT BAL 버튼에는 찾기 쉽도록 작은 돌기가

있습니다.

숄더 스트랩을 부착하려면

숄더 스트랩(별매)을 숄더 스트랩 고리에 거십

시오.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 (계속)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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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

중앙

하단

오른쪽 위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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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화면 표시

122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사용하기 전에 절연
종이를 빼십시오.

�DATA CODE 버튼(53)

� TC RESET 버튼(44)

� SCAN/SLOW 버튼(49)

� (PREV/NEXT) 버튼(49)

� PLAY 버튼(49)

� STOP 버튼(49)

� DISPLAY 버튼(53)

�트랜스미터

�START/STOP 버튼(21)

�파워 줌 버튼(27)

� PAUSE 버튼(49)

�MODE 버튼(57)

�◀/▶/▲/▼/ENTER 버튼

참고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리모트 센서를 향하게 한

상태에서 캠코더를 조작하십시오.

�리모트 커맨더 센서가 직사광선이나 OHP 조명

과 같은 강한 광선을 향하지 않게 하십시오. 무

선 리모트 커맨더가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코더에 기본 제공된 무선 리모트 커맨더를 조

작하면 다른 상 장비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 장비에 DVD 2 이외의 명령 모드

를 선택하거나 상 장비의 센서를 검정 종이로

덮으십시오.

무선 리모트 커맨더 배터리 교체하기
① 탭을 누른 상태에서 홈에 손가락을 걸고 배터

리 케이스를 당겨서 꺼냅니다.

② 새 배터리를 + 쪽이 위로 향하도록 넣습니다.

③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배터리함을 무선 리모

트 커맨더에 끼웁니다.

�리튬 배터리가 약해지면 무선 리모트 커맨더의

작동 거리가 짧아지거나 무선 리모트 커맨더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를

소니 CR2025 리튬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다

른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면 화재나 폭발의 위

험이 있습니다.

각 부분 및 조절기 확인 (계속)

무선 리모트 커맨더

절연 종이

탭

경고
배터리를 잘못 취급할 경우 폭발할 수 있습니

다. 배터리를 재충전 또는 분해하거나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표시등 의미

표시등 의미

표시등 의미

표시등 의미

표시등 의미

남은 배터리량

SET(24), 

REC FORMAT(25)

WIDE REC(77)

GPS 삼각 측량 상태(42)

ND 필터(31)

레코딩 매체

릴레이 레코딩(22)

레코딩 상태(21)

경고(99)

플레이백 표시등(49)

예상 레코딩
가능 시간

레코딩/플레이백 매체

타임코드

(시: 분: 초: 프레임)

왼쪽 위

중앙

오른쪽 위

타임코드 입력(45)

LCD 백라이트 꺼짐(15)

페이더(75) 

PEAKING(81)

ZEBRA(81)

STEADYSHOT(73)

D.EXTENDER(75)

x.v.Color(75)

매뉴얼 포커스(28)

FOCUS MACRO(74)

픽쳐 프로파일(33)

BACK LIGHT(73)

SPOTLIGHT(73)

HYPER GAIN(71)

아이리스(29)

게인(30)

셔터 속도(30)

매뉴얼 볼륨 조정(41)

AUDIO FORMAT
(78)

AE SHIFT(72)

자동 설정(82)

화이트 밸런스(31)

팁

�표시등은 다르게 보이거나 다른 위치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캠코더 모델에 따라 일부 표시등은 나타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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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 Adaptor/Charger(AC 어댑터/충전기)

.....................................................................12

Access lamp(액세스 표시등)................19

Accessory shoe(액세서리 슈).............117

Accessory shoe mount

(액세서리 슈 마운트)...............................117

Accessory shoe plate

(액세서리 슈 플레이트)...........................117

ACTIVE STEADYSHOT

(액티브 스테디샷).....................................73

AE RESPONSE(자동 노출 조정 속도).73

AE SHIFT(자동 노출 조정)..............72, 94

AE SHIFT/ASSIGN 5 button

(AE SHIFT/ASSIGN 5 버튼).................47

AF ASSIST(오토 포커스 어시스트).......74

AGC LIMIT(AGC 상한)...........................71

AREA SET(지역 설정).....................86, 94

ASPECT(화면비)......................................81

ASSIGN BUTTON(ASSIGN 버튼)........47

ASSIGN buttons(ASSIGN 버튼)..........47

ATW SENS(오토 화이트 밸런스 작동).72

AUDIO LEVEL DISPLAY

(오디오 레벨 표시)...................................82

AUDIO LEVEL(CH1/CH2) dial

(AUDIO LEVEL(CH1/CH2) 다이얼)......41

AUDIO LIMIT(오디오 리미트).................78

AUDIO MANUAL GAIN(오디오 매뉴얼

게인)...........................................................79

AUDIO SET menu(AUDIO SET 메뉴)78

AUTO IRIS LIMIT(오토 아이리스 한도)73

AUTO/MAN (CH1/CH2) 

switch(AUTO/MAN(CH1/CH2) 스위치)

.....................................................................41

AUTO/MANUAL switch

(AUTO/MANUAL 스위치)......................29

B
BACK LIGHT(역광 보정)................73, 94

BATT RELEASE (battery release)

button

(BATT RELEASE(배터리 분리) 버튼)...12

Battery(배터리).........................................12

Battery Info(배터리 정보).......................54

BEEP(멜로디)............................................87

BLACK FADER(블랙 페이더)................75

BLACK GAMMA(블랙 감마).................35

BLACK LEVEL(블랙 레벨)....................35

Button-type lithium battery

(버튼형 리튬 배터리)..............................122

C
CALIBRATION(보정)..............................110

CAMERA DATA DISPLAY

(카메라 데이터 표시)........................82, 94

CAMERA SET menu(CAMERA SET 메

뉴)................................................................71

CENTER(중앙)..........................................81

CH1 (INT MIC/INPUT1) switch

(CH1(INT MIC/INPUT1) 스위치)............40

CH2 (INT MIC/INPUT1/ INPUT2) 

switch(CH2(INT MIC/INPUT1/INPUT2) 

스위치).......................................................40

Channel setting(채널 설정)..................40

Charge lamp(충전 표시등)....................12

Charging time(충전 시간)......................13

CLOCK SET(시계 설정)..........................17

COLOR BAR(컬러 바).....................76, 94

COLOR DEPTH(색농도).........................37

COLOR LEVEL(컬러 레벨)....................36

COLOR MODE(컬러 모드)....................36

COLOR PHASE(컬러 위상)...................36

Connect(연결)

Computer(컴퓨터)........................88

TV...................................................55

Connecting cord(연결 코드).................13

COPY(복사)..............................................39

D
DATA CODE button(DATA CODE 버튼)

....................................................................53

Date and time(날짜와 시간).........18, 124

DATE REC(날짜 및 시간 수퍼임포즈)

.............................................................87, 94

DELETE(삭제)...........................................62

DETAIL(디테일)........................................38

DISPLAY button(DISPLAY 버튼)..15, 53

DISPLAY OUTPUT(표시 정보 출력)....84

DISPLAY SET menu(DISPLAY SET 메

뉴)................................................................81

DIVIDE(분할)..............................................61

DOWN CONVERT TYPE(다운 컨버전

유형)............................................................77

DST SET(DST 설정)........................86, 94

D.EXTENDER(디지털 익스텐더).....75, 94

E
EXPANDED FOCUS(익스펜디드 포커스)

....................................................................29

Expanded focus(익스펜디드 포커스).29

EXPANDED FOCUS TYPE

(익스펜디드 포커스 유형)........................82

EXPANDED FOCUS/ASSIGN 7 button

(EXPANDED FOCUS/ASSIGN 7 버튼)

....................................................................47

F
FADER(페이더)..................................75, 94

Flash memory unit(플래시 메모리 유닛)

....................................................................20

Flash memory unit jack

(플래시 메모리 유닛 단자)......................20

FLICKER REDUCE(플릭커 감소)..........73

Focus(포커스)..........................................28

FOCUS DISPLAY(포커스 표시)............83

Focus infinity(포커스 인피니티)............29

FOCUS MACRO(포커스 매크로)..........74

Focus ring(포커스 링)............................28

FOCUS switch(FOCUS 스위치)..........28

FREE RUN(프리 런)................................85

G
Gain(게인).................................................30

GAIN button(GAIN 버튼).......................30

GAIN SET(게인 설정)..............................71

Gain switch(게인 스위치)......................30

GAMMA(감마)..........................................35

GPS............................................................42

GPS TIME DISPLAY(GPS 시간 표시).84

Grip belt(그립 벨트).................................15

GUIDEFRAME(가이드 프레임)..............82

H
Handle record button(핸들 레코딩 버

튼).........................................................21, 24

HANDLE ZOOM(핸들 줌)......................74

Handle zoom(핸들 줌)...........................27

Handle zoom lever(핸들 줌 레버).......27

Handle zoom switch(핸들 줌 스위치)27

HD AUDIO FORMAT(HD 오디오 포맷)

....................................................................78

HD/SD SET(HD/SD 설정).....................24

HEADPHONE OUT(헤드폰 출력).........78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빠
른

참
조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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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중의 데이터 코드
레코딩 날짜, 시간 및 상태는 레코딩 매체에 자동

으로 기록됩니다. 촬 중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단, DATA CODE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

다(53페이지).

화면 표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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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 image quality(레코딩 화질)

....................................................................24

Recording lamp(레코딩 표시등)..........21

REC/OUT SET menu(REC/OUT SET

메뉴)...........................................................77

Relay recording(릴레이 레코딩)..........22

REMAINING(레코딩 가능 시간)............84

REMOTE CONTROL(리모트 컨트롤)..87

Remote sensor(리모트 센서)..............118

REPAIR IMAGE DB FILE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 복구)..........66

RESET(초기화).................................39, 44

RESET button(RESET 버튼)...............121

S
SAFETY ZONE(안전 역)....................81

Screen indicators(화면 표시).............123

SD WIDE REC(SD 와이드 레코딩).......77

SDI/HDMI/COMPONENT

(SDI/HDMI/컴포넌트)..............................77

SD-SDI SET(SD-SDI 설정)..................78

Self-diagnosis display(자가 진단 표시)

...................................................................99

SEL/PUSH EXEC dial

(SEL/PUSH EXEC 다이얼).............17, 67

Shoulder strap(숄더 스트랩)..............120

SHUTTER DISPLAY(셔터 속도 표시)..83

Shutter speed(셔터 속도)....................30

SHUTTER SPEED button

(SHUTTER SPEED 버튼)......................30

Simultaneous recording(동시 레코딩)

....................................................................23

SKINTONE DETAIL(스킨톤 디테일)....39

SMOOTH GAIN(부드러운 게인)............71

SMOOTH SLOW REC

(부드러운 슬로우 레코딩).......................43

SMOOTH WB(부드러운 화이트 밸런스)

....................................................................72

Specifications(규격)..............................113

SPEED ZOOM(빠른 줌).........................74

SPOTLIGHT(스포트라이트)............73, 94

Status check(상태 확인).......................54

STATUS CHECK button

(STATUS CHECK 버튼)........................54

STEADYSHOT(스테디샷).......................73

Still image(정지 상)..............................60

SUMMERTIME(섬머타임)...............86, 94

T
TC FORMAT(프레임 모드)............85, 94

TC MAKE(타임코드 기록 방식)............85

TC PRESET(타임코드 사전 설정).44, 94

TC RUN(타임코드 증가 방식)...............85

TC/UB SET menu(TC/UB SET 메뉴)85

TC/U-BIT button(TC/U-BIT 버튼)....121

Telephoto(망원).......................................27

TONE(오디오 톤 신호)............................76

Trademark(상표)...................................115

Transmitter(트랜스미터).......................122

Triangulating information(삼각 측량 정

보)...............................................................42

Troubleshooting(문제 해결).................90

TV..............................................................55

TV color systems(TV 컬러 시스템).103

U
UB PRESET(유저 비트 사전 설정).......44

UB TIME REC(유저 비트에 실제 시간 저

장).......................................................85, 94

USB SELECT(USB SELECT 화면).....89

Using the menu(메뉴 사용)..........57, 67

Using your camcorder abroad

(해외에서 캠코더 사용).........................103

UTC TIME(UTC 시간)............................84

V
VF BACKLIGHT(뷰파인더 백라이트)

............................................................84, 94

VF COLOR(뷰파인더 컬러)...................84

VF POWERMODE(뷰파인더 켜기)......84

VIDEO OUT(비디오 출력)......................77

Viewfinder(뷰파인더)..............................16

Viewfinder lens adjustment lever

(뷰파인더 렌즈 조정 레버)......................16

Viewfinder release lever

(뷰파인더 분리 레버)..............................112

VISUAL INDEX button

(VISUAL INDEX 버튼)............................49

VISUAL INDEX/ASSIGN 6 button

(VISUAL INDEX/ASSIGN 6 버튼).......47

Volume(볼륨)...........................................51

VOLUME buttons(VOLUME 버튼)......51

W
Warning indicators(경고 표시등)........99

Warning messages(경고 메시지)....100

WB OUTDOOR LEVEL

(실외 화이트 밸런스 레벨)......................72

WB PRESET(사전 설정 화이트 밸런스)

....................................................................72

WB SHIFT(화이트 밸런스 시프트)........37

WB TEMP SET(화이트 밸런스 설정)...72

White balance(화이트 밸런스).............31

White balance memory switch

(화이트 밸런스 메모리 스위치)..............32

WHITE FADER(화이트 페이더).............75

WHT BAL button(WHT BAL 버튼).....31

Wide angle(광각)....................................27

Wireless Remote Commander

(무선 리모트 커맨더)..............................122

X
XLR AGC LINK(외부 마이크 AGC 연결)

....................................................................79

XLR SET(외부 마이크 설정)..................79

x.v.Color............................................75, 94

Z
ZEBRA(지브라).................................81, 94

ZEBRA/ASSIGN 4 button

(ZEBRA/ASSIGN 4 버튼)......................47

Zoom(줌)...................................................27

ZOOM DISPLAY(줌 표시).....................82

Zoom lever(줌 레버)..............................27

Zoom ring(줌 링)....................................27

ZOOM switch(ZOOM 스위치)..............27 빠
른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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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phones jack(헤드폰 단자)........120

Holding the camcorder(캠코더 잡기)15

Hook for shoulder strap

(숄더 스트랩용 후크)..............................120

HYPER GAIN(하이퍼 게인).....................71

I
Image database file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파일)....................66

INDOOR(실내)..........................................32

Indoor(실내)..............................................32

“InfoLITHIUM”battery pack

("InfoLITHIUM" 배터리 팩)....................108

INPUT1......................................................40

INPUT1 jack(INPUT1 단자)....................10

INPUT1 switch(INPUT1 스위치)...........40

INPUT1 TRIM(INPUT1 입력 신호 레벨)79

INPUT1 WIND(INPUT1 바람소리 노이즈)

....................................................................79

INPUT2.....................................................40

INPUT2 jack(INPUT2 단자)...................10

INPUT2 switch(INPUT2 스위치)..........40

INPUT2 TRIM(INPUT2 입력 신호 레벨)

....................................................................80

INPUT2 WIND(INPUT2 바람소리 노이즈)

....................................................................80

Insulation sheet(절연 종이).................122

INT MIC SENS(내장 마이크 감도)........79

INT MIC SET(내장 마이크 설정)...........79

INT MIC WIND(내장 마이크 바람소리 노

이즈)...........................................................79

Internal microphone(내장 마이크)......79

IRIS(아이리스)...........................................29

IRIS button(IRIS 버튼).............................29

Iris ring(아이리스 링)..............................29

IRIS RING ROTATE(아이리스 링 작동 방

향)...............................................................72

K
KNEE(니)...................................................36

L
LANGUAGE(언어)...................................86

Large eyecup( 형 아이컵)..................16

LCD backlight(LCD 백라이트).............15

LCD BACKLIGHT LEVEL

(LCD 백라이트 레벨).......................83, 94

LCD BRIGHT(LCD 밝기).......................83

LCD COLOR(LCD 컬러 레벨)..............83

LCD screen(LCD 화면).........................15

Lens(렌즈)................................................111

Lens cover lever(렌즈 덮개 레버)........11

Lens hood with lens cover

(렌즈 덮개 겸 렌즈 후드)..........................11

LOCAL TIME(현지 시간)........................84

M
MANAGE MEDIA(매체 관리)................65

MANU WB TEMP(색온도).....................32

MARKER(마커)..................................81, 94

MEDIA FORMAT(매체 포맷).................65

Memory card(메모리 카드).....................2

Insert/Eject(삽입/배출)................19

Memory card slot(메모리 카드 슬롯)..19

“Memory Stick Duo”media 

slot cover("Memory Stick Duo" 매체

슬롯 덮개)..................................................19

“Memory Stick”media

(Memory Stick 매체).......................2, 106

“Memory Stick PRO Duo”................106

Menu(메뉴)...............................................67

AUDIO SET menu

(AUDIO SET 메뉴).......................78

CAMERA SET menu

(CAMERA SET 메뉴)...................71

DISPLAY SET menu

(DISPLAY SET 메뉴)...................81

MODE menu(MODE 메뉴)........57

OTHERS menu(OTHERS 메뉴)

........................................................86

REC/OUT SET menu

(REC/OUT SET 메뉴).................77

TC/UB SET menu

(TC/UB SET 메뉴).......................85

MENU button(MENU 버튼)............17, 67

Menu items(메뉴 항목)..........................69

MIC+48V(+48V 전원 지원 마이크)......41

MINUS AGC(마이너스 AGC).................71

MODE button(MODE 버튼)..................57

MODE menu(MODE 메뉴)....................57

Moisture condensation(수분 응결)...110

MOVIE DUB(동 상 더빙).....................63

N
ND filter(ND 필터)....................................31

NTSC.......................................................103

O
One push button(원푸시 버튼)............32

OPERATION TIME(작동 시간)..............87

OTHERS menu(OTHERS 메뉴)...........86

OUTDOOR(실외).....................................32

Outdoor(실외)..........................................32

OUTPUT SELECT(출력 단자 선택)......77

Outside power source(외부 전원)......13

P
PAL..........................................................103

PEAKING(피킹).................................81, 94

PHOTO CAPTURE(정지 상 캡처).....60

PHOTO COPY(정지 상 복사).............64

Picture profile(픽쳐 프로파일)..............33

PICTURE PROFILE button

(PICTURE PROFILE 버튼).....................33

Playback(플레이백)................................49

PLAYLIST(플레이 리스트)......................59

PLAYLIST EDIT(플레이 리스트 편집)..59

Power cord (mains lead) 

(전원 코드(주 리드선))..............................13

POWER switch(POWER 스위치).........14

Pre-installed rechargeable battery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111

PROTECT(보호).......................................58

PUSH AUTO button(PUSH AUTO 버

튼)...............................................................28

Push auto focus(푸시 오토 포커스)....28

PUSH (lens hood release) 

(PUSH(렌즈 후드 분리))...........................11

R
REC BUTTON SET(레코딩 버튼 설정)

....................................................................24

REC CH SELECT switch

(REC CH SELECT 스위치)...................40

REC FORMAT(레코딩 포맷).................25

REC LAMP[F] (레코딩 표시등[전면])...87

REC LAMP[R] (레코딩 표시등[후면])...87

REC RUN(레코딩 런)..............................85

REC SET(레코딩 포맷 설정)..................77

Record button(레코딩 버튼)..........21, 24

Recording(레코딩)...................................21

Recording format(레코딩 포맷)...........25

색인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