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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XC 로고는 SD-3C, LLC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 Microsoft  와 Windows  는 미국 혹은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 혹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스크린 샷은 Microsoft Corporation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 Apple, Macintosh, Mac OS, QuickTime, iPad, iPhone은 미국 혹은 기타 국가에서 Apple In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Java와 모든 Java 기반 트레이드 마크는 미국에서 Sun Microsystems, In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이 설명서에 포함된 모든 다른 이름, 회사 이름, 제품 이름 등은 각 소유주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허용되지 않습니다.
 -AVC 표준(AVC 비디오)에 따른 비디오 레코드하기
 -개인적이고 비상업적 활동의 소비자가 레코드한 AVC 비디오 재생하기
 -비디오 공급 허가를 받은 비디오 공급업체에서 입수한 AVC 비디오 재생하기
상세한 내용은 MPEG LA, LLC의 웹사이트(http://www.mpegla.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Multi-Format, Inc.의 라이센스하에서 DCF Technologies의 사용

설명서 읽는 방법

 ■ 일러스트레이션

 • 스크린 샷 혹은 일러스트레이션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설명이 VARICAM 35의 스크린 샷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기반일 수 있습니다.

 ■ 매뉴얼에 사용된 규약

 •
 • <  > 괄호 안의 단어와 문장은 버튼 이름과 같은 카메라에 사용된 디자인 텍스트를 가리킵니다.

 ■ 참조 페이지

 • 설명서의 참조 페이지는 (00 페이지)로 표시됩니다.

 ■ 약어

 • 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 SDXC 메모리 카드는 “SD 메모리 카드”로 표시됩니다.

 • AJ-P2E064FG 메모리 카드(옵션)와 같이 “P2” 로고가 있는 메모리 카드는 “P2 메모리 카드”로 표시됩니다.

 • AJ-P2M032AG 메모리 카드(옵션)와 같이 “microP2” 로고가 있는 메모리 카드는 “microP2 메모리 카드”로 표시됩니다.

 • AU-XP0256AG 메모리 카드(옵션)와 같이 “expressP2” 로고가 있는 메모리 카드는 “expressP2 메모리 카드”로 표시됩니다.

 • P2 메모리 카드, microP2 메모리 카드, expressP2 메모리 카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P2 카드”로만 표시됩니다.

 • 싱글 레코딩 작동 도중에 생성된 비디오는 “클립”으로 표시됩니다.

MMC(Multi Media Card)는 Infineon Technologies AG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본 제품은 AVC Patent Portfolio License에 의거해 라이센스되었습니다. 아래의 설명과 같은 개인과 비영리 목적의 개인 용도 이외의 모든 다른 행위는

[  ] 괄호 안의 단어와 문장은 뷰 파인더 혹은 콘트롤 패널에 디스플레이된 상세 설명과 내용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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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 요 -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 비, 눈 속 혹은 해변에서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카메라 레코더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물은 카메라 레코더와 메모리 카드에 손상을 유발합니다.(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를 발생하는 디바이스(TV, TV 게임 등)로부터 카메라 레코더를 이격하여 보관합니다.

 • 카메라 레코더를 TV 근처에서 사용하면, 비디오와 사운드 데이터는 전자기파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발산되는 전자기파는 카메라 레코더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디오와 사운드 데이터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레코더는 자기장을 발생하는 디바이스에서 나쁜 영향을 받는다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메라 레코더를 끄고
배터리를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다시 부착합니다. 그런 후에 카메라 레코더를 켭니다.

 ■ 라디오 전송기 혹은 고전압 디바이스 근처에서 카메라 레코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카메라 레코더를 라디오 전송기 혹은 고전압 디바이스 근처에서 사용하려면, 레코드된 비디오와 사운드 데이터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변 등지에서 카메라 레코더를 사용할 때, 모래와 먼지가 카메라 내부에 들어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모래와 먼지는 카메라 레코더와 메모리 카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고 제거할 때 조심합니다.)

 ■ 카메라 레코더를 운반할 때,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강한 충격은 카메라 레코더 바디를 손상시키고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합니다.

 ■ 카메라 레코더에 살충제 혹은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살충제 혹은 휘발성 물질이 카메라 레코더에 접촉되면, 카메라 레코더 바디가 틀어지고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 카메라 레코더가 고무 혹은 비닐 물체에 오랜 기간 동안 닿아 있지 않도록 합니다.

 ■ 카메라 레코더를 사용한 후, 반드시 배터리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카메라 레코더에서 반드시 배터리를 제거합니다.(배터리가 카메라 레코더에 남아 있으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작은 양의 전류를 계속 
소비하게 됩니다.)

배터리가 카메라 레코더 내부에 오랫동안 남아 있으면, 배터리는 방전되어 재충전을 하여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전원이 켜졌을 때 배터리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동 램프가 완전히 꺼진 후에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 배터리 터미널에 적절히 조치를 취합니다.

배터리 터미널에 먼지 혹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배터리를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배터리 본체와 터미널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변형된 배터리를 카메라 레코드에 삽입하거나 배터리 충전기에 부착하면 카메라 레코더 혹은 배터리 충전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버릴 때 혹은 다른 메모리로 전송할 때 주의 사항

카드에서 데이터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폐기하거나 다른 미디어로 대체할 때, 카드를 물리적으로 망가뜨리거나 컴퓨터용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완벽하게 지웁니다.
사용자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 동일한 이미지 혹은 글자가 콘트롤 패널에 오랫동안 디스플레이되면, 이미지가 스크린에 잔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끈 채로 몇 시간 정도 두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 심각한 온도 차이가 있는 장소에서 콘트롤 패널의 LCD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 카메라 레코더가 매우 차가우면, 전원을 켠 직후 콘트롤 패널이 정상 상태보다 약간 어두울 수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정상 밝기로 돌아옵니다.

 •
레코드된 이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크린을 끄거나 아이 센서 등을 이용하여 스크린을 전환합니다.

•
픽셀입니다. 오작동이 아니고 레코드된 이미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내부 부품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GPS

GPS(Global Position System) 위성은 미국 국방성에서 운용하고 그 정확도는 종종 의도적으로 변경됩니다.

주변 환경과 시간에 따라, 위치를 잡는데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에러가 커질 수 있습니다.

. ■ 레이저 빔 관련 경고 사항

MOS 센서가 레이저 빔에 쬐이면 센서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거나 혹은 카메라 혹은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단순히 파일 매니지먼트 정보를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뷰 파인더는 유기 EL을 사용하므로, 동일한 이미지나 글자가 오랫동안 디스플레이되면, 이미지가 스크린에 잔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콘트롤 패널과 뷰 파인더 모니터(유기 EL)은 매우 정밀하여 최소 99.99%의 도트가 유효 픽셀이고 0.01% 이하의 도트가 항상 켜져있는 유효하지 않은 

하늘이 잘 보이는 장소에 위치하고 지붕이나 나무 등과 같은 장애물의 영향은 없습니다.

레이저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환경에서 촬영할 때 레이저 빔이 렌즈를 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스피커와 대형 모터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자기장은 레코드된 데이터에 손상을 유발하고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콘트롤 패널과 뷰 파인더

렌즈의 아이 피스와 뷰 파인더를 태양에 맞추지 않도록 합니다.



 7  

 ■ 아래 사항을 참조합니다.

 • 중요한 이미지를 레코드할 준비를 한다면, 항상 그림과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레코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테스트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 카메라 혹은 사용하는 P2 카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비디오 혹은 오디오 레코딩이 실패하여도 그런 실패에 대해 Panasonic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레코딩하기 전에 카렌더와 시간 대역을 설정하거나 확인합니다.(33 페이지) 이 설정은 레코드된 콘텐츠의 관리와 재생 순서에 효과적입니다.
 

 ■ 제품에 관한 소프트웨어 정보

1  본 제품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과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에서 라이센스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2 본 제품은 MIT-License에서 라이센스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OpenSSL 툴킷(http://www.openssl.org/)에서 사용하기 위해 OpenSSL Project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본 제품은 OpenBSD License에서 라이센스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본 제품은 <http://www.php.net/>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PHP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본 소프트웨어는 독립 JPEG Group 작업의 일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7  본 제품은 MOZILLA PUBLIC LICENSE에서 라이센스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설명(원본 영어 제공)과 소스 입수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고객이 입수한 소스 코드의 상세 내용에 관한 질문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 USB 드라이버 설치할 때 주의 사항

드라이버의 최신 정보에 관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웹사이트에서 컴퓨터에 원하는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 드라이버의 설치 과정에 관해, 웹사이트의 설치 매뉴얼을 참조합니다.

Chapter 1 개 요 -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고객은 이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입수, 개량, 배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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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 요 - 액세서리  

액세서리

 카메라 모듈

 • 장착 캡(카메라 모듈에 이미 부착되었음)

 

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

레코딩 모듈

 • 콘트롤 패널 확장 유닛

 • 콘트롤 패널 장착부

 • 연결 케이블

 • 슬라이더 유닛

 • 슬라이더 유닛 장착 나사(2개)

•

•

  숄더 마운트 모듈

 • 슬라이드 레일(숄더 마운트 모듈에 이미 부착되었음)

참 조

 • 제품의 포장을 뜯은 후, 포장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합니다. .

아이 컵(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에 이미 부착되었음)

아이 피스 필터(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에 이미 부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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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 요 - 시스템에서 카메라 사용  

시스템에서 카메라 사용
아래 추천 부품을 사용합니다.

기본 시스템 디바이스

다음은 촬영에 필요한 디바이스입니다.

부품 이름 부품 번호 비고

VARICAM HS 카메라 모듈*1 AU-V23HS1G
“카메라 모듈과 레코딩 모듈 조립”
(22 페이지)  

레코딩 모듈* 1 AU-VREC1G
“카메라 모듈과 레코딩 모듈 조립”
(22 페이지)  

숄더 장착 모듈 AU-VSHL1G “숄더 장착 모듈 장착”(24 페이지)  

“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 장착”
AU-VCVF1G

(23 페이지) 

렌즈(Bayonet type) CANON/FUJINON “렌즈 장착”(29 페이지)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키트 AJ-MC900G “전면 마이크로폰 사용”(56 페이지) 

배터리
DIONIC HD*2

HYTRON140*2 “배터리 장착과 설정”(27 페이지)  

expressP2 메모리 카드 AU-XP0256AG “P2 카드”(38 페이지) 

SD 메모리 카드* 3

P2 메모리 카드* 3

microP2 메모리 카드* 3
웹사이트의 support desk 방문* 3 “P2 카드”(38 페이지) 

*1  카메라 모듈과 레코딩 모듈 모두 이 시스템에서 필요합니다. 시스템은 이 모듈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2 배터리 홀더는 레코딩 모듈에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3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참조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확장 시스템 디바이스

기본 시스템 디바이스에 추가하여 아래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품 이름 부품 번호 비고

LCD 모니터 BT- LH910G 등 —

메모리 카드 드라이브 AU-XPD1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사용”(28 페이지)  

VARICAM 35 카메라 모듈 AU-V35C1G —

액세서리

제품 이름 모델 번호 비고

삼각대 어댑터 SHAN-TM700 “삼각대 부착”(25 페이지)  

소프트 운반 케이스 AJ-SC900 —

레인 커버 SHAN-RC700 “레인 커버 부착”(26 페이지)  

마이크로폰 홀더 AJ-MH800G “전면 마이크로폰 사용”(56 페이지) 

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



카메라 각 부분의 이름, 기능, 작동을 설명합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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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

좌측면

1

2

3

4

5

7

6

8

9

1  USER 버튼(<1>/<2>/<3>)
사용자 선택 기능을 각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할당된 기능을 실행합니다.

2 <REC> 버튼
이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레코딩이 정지합니다. 버튼은 레코딩 도중 적색으로 켜집니다.

3 <SHUTTER> 스위치
전자 셔터를 변경하는 스위치

4 <EI> 스위치
EXPOSURE INDEX(gain)를 변경하는 스위치

5 액세서리 장착구
액세서리 부착용.

 • 장착구 크기

 - 3/8-16 UNC

6 손잡이

7  <LOCK> 스위치
카메라 모듈 버튼과 스위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합니다.(<REC> 버튼 제외)
카메라를 이동할 때 정확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LOCK> 위치로 유지합니다.

8 <WB> 스위치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하는 스위치

9 팬 인입구
열 소거용 팬 인입구. 카메라를 사용할 때 막지 않도록 합니다.

우측면

1

3

2

4

5

6

7

9

8

10

11

1  액세서리 장착구
액세서리 부착용

 • 장착구 크기

 -  3/8 - 16 UNC

2 팬 배출구
열 소거용 팬 배출구. 카메라를 사용할 때 막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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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코딩 모듈 릴리스 레버
카메라 모듈에서 레코딩 모듈(옵션)을 제거하는 레버.

4 액세서리 장착구
액세서리 부착용.

 • 장착구 크기

 - 1/4-20UNC(나사 길이 5.5mm 이하) 

5 USER 버튼(<4>)
사용자 선택 기능을 이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할당된 기능을 실행합니다.

6 포커스 후크
MOS 센서의 초점면을 표시합니다. 피사체로부터 정확한 촛점 거리를 측정하는 데 레퍼런스를 제공합니다.

7  <VF> 터미널
HD 뷰 파인더 AU-VCVF1G(옵션)를 연결하는 터미널

8 <VF SDI> 터미널

이 터미널에 연결할 케이블은 5C-FB와 동급의 더블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9 <DC OUT> 터미널
DC 12V 출력 터미널입니다. 최대 1A의 전류를 제공합니다.  

10  <MIC IN> 터미널
마이크로폰 연결용 터미널.

11  <LENS> 터미널
렌즈 케이블 연결용 터미널. 상세 내용은 렌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전면

1

2

3

4

5

6

1  액세서리 장착구
액세서리 부착용.

 • 장착구 크기

 -3/8-16UNC(나사 길이 5.5mm 이하)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사체의 밝기 혹은 색온도에 적합한 필터를 선택합니다.

2 렌즈 케이블/마이크로폰 케이블 클램프
렌즈와 마이크로폰 확보용 클램프.

3 렌즈 마운트
렌즈를 잡습니다.

4 <ND FILTER>/<CC FILTER> 다이얼

<CC FILTER>
<A><3200K> : 색온도를 3200K로 설정합니다.  
<B><4300K> : 색온도를 4300K로 설정합니다.  
<C><5600K> : 색온도를 5600K로 설정합니다.  
<D><0.3ND> : MOS 센서로 들어가는 광량을 1/2로 줄입니다.
<ND FILTER>
<1><CLEAR> : 
<2><0.6ND> : MOS 센서로 들어가는 광량을 1/4로 줄입니다.
<3><1.2ND> : MOS 센서로 들어가는 광량을 1/16로 줄입니다.
<4><1.8ND> : MOS 센서로 들어가는 광량을 1/64로 줄입니다.

5 렌즈 레버
렌즈 마운트에 렌즈를 장착한 후, 레버를 조여 렌즈를 확실하게 고정합니다.

6 마운트 캡
렌즈가 장착되지 않았을 때 캡을 부착합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 카메라 모듈

3G/HD SDI용 출력 터미널.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에 비디오 이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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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1

2

1  잠금 플레이트
연결되었을 때 레코딩 모듈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피팅.

2 레코딩 모듈 연결 터미널
레코딩 모듈 연결용 터미널.

상면

1 4

5

1

2

3

1  

2 콘트롤 패널 장착부 장착구

3 마이크로폰 홀더 장착 위치

4 GPS 모듈 위치
이 부분에 내장 GPS 모듈이 있습니다. GPS를 사용할 때 금속 물체로 이 부분을 덮지 않도록 합니다.

5 액세서리 장착구
액세서리 부착용.

 • 장착구 크기

 - 1/4-20UNC
 -3/8-16UNC

하면

1

1  숄더 마운트 모듈/삼각대 장착구
숄더 마운트 모듈 혹은 삼각대 부착용.

 • 장착구 크기

 - 1/4-20UNC(나사 길이 5.5mm 이하) 
 -3/8-16UNC(나사 길이 5.5mm 이하) 

Chapter 2 부분의 설명 - 카메라 모듈

뷰 파인더 장착구

뷰 파인더 부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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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딩 모듈

좌측면

1

2

3
4
5

6

8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HOME> 버튼
누르면 HOME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2 <PLAY> 버튼
누르면 PLAY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3 <TC> 버튼
누르면 TC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4 <INFO> 버튼
누르면 INFO 스크린을 보여줍니다.

5 <VIEW> 버튼
콘트롤 패널에 카메라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합니다.

6 메인 슬롯 열림/닫힘 스위치
메인 슬롯 베이를 엽니다.

7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
콘트롤 패턴을 작동하는 버튼. 사용자 선택 기능은 각 버튼에 USER 버튼과 같은 기능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8 콘트롤 패널
디바이스 상태 확인과 기본 아이템 설정과 같은 업무를 실행하는데 사용됩니다.

9 <MENU> 버튼
콘트롤 패널 스크린에 설정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10  <REC> 버튼
이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레코딩을 정지합니다. 버튼은 레코딩 도중 적색으로 켜집니다.

11  <EXIT> 버튼
설정 메뉴 혹은 콘트롤 패널 작동이 디스플레이되는 경우 이전 상태로 디스플레이를 복구합니다.

12  <POWER> 스위치
전원을 켜고/끕니다.
<POWER> 스위치가 <OFF> 위치로 설정되어도, 카메라는 메인 전원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13  조그 다이얼 버튼
콘트롤 패널에서 설정, 아이템 이동, 메뉴 선택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14  <LOCK> 스위치
콘트롤 패널 버튼과 스위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합니다.(<REC> 버튼 제외)
<LOCK> 위치에 유지하여 카메라를 이동할 때 정확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합니다.

15  케이블 클램프
콘트롤 패널 확장 유닛 케이블용 클램프.

16  서브 슬롯과 SD 메모리 카드 슬롯용 열림/닫힘 스위치
서브 슬롯/SD 메모리 카드 슬롯 베이를 엽니다.

17  메인 슬롯 잠금 스위치 1/2
메인 슬롯에서 정확하지 않은 삽입과 제거를 방지하는 잠금 스위치.
잠겼을 때 레코딩은 가능합니다.
레코딩 도중 잠금을 릴리스하지 않습니다.

18  메인 슬롯 1/2 액세스 LED
메인 슬롯 1/2에 삽입된 각 카드의 레코딩과 재생의 액세스 상태를 표시합니다.

19  메인 슬롯 1/2
expressP2 메모리 카드용 슬롯.

20 서브 슬롯 3/4 액세스 LED
서브 슬롯 3/4에 삽입된 각 카드의 레코딩과 재생의 액세스 상태를 표시합니다.

21  서브 슬롯 3/4
microP2 메모리 카드용 슬롯.

Chapter 2 부분의 설명 - 레코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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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D 메모리 카드 슬롯

사용됩니다.

우측면

1

2

3
4

5

6
8

7

9

1  <SDI OUT1>/<SDI OUT2>/<SDI OUT3>/<SDI OUT4> 터미널
3G/HD SDI용 출력 터미널. 이 터미널은 SINGLE, DUAL, QUAD 모드에서 비디오를 출력합니다.
이 터미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5C-FB와 동급의 더블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2 라이트 출력 터미널
라이트가 연결되었을 때 파워 서플라이 터미널.

3 <USB HOST> 터미널(커버 내부, 5.0V 0.5A 최대)  
무선 모듈 AJ-WM30(옵션)(지원 예정) 장착용.
이 터미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더블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4 <TC IN/OUT> 터미널
외부 디바이스의 시간 코드를 카메라의 시간 코드로 잠글 때 외부 디바이스의 시간 코드 입력 터미널로 연결합니다.
이 터미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5C-FB와 동급의 더블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5 <GENLOCK IN> 터미널
카메라 유닛에 genlock을 설정할 때 혹은 시간 코드를 외부에서 잠글 때 레퍼런스 시그널을 입력합니다. 입력 시그널은 3G/HD-SDI입니다.
이 터미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5C-FB와 동급의 더블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6 <MON OUT1>/<MON OUT2> 터미널
모니터용 비디오의 3G/HD SDI 출력 터미널.
이 터미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5C-FB와 동급의 더블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7  팬 배출구
열을 식히는 팬 배출구. 카메라를 사용할 때 이 곳을 막지 않도록 합니다.

8 <USB DEVICE> 터미널
USB 2.0 케이블 연결용 USB 디바이스 터미널.
이 터미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더블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9 <LAN> 터미널
LAN(100BASE-TX) 케이블(지원 예정) 연결용.
이 터미널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쉴드 케이블을 준비합니다.

전면

1

2

1  잠금 앵글
연결시 카메라 유닛(옵션)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피팅.

2 카메라 유닛 연결 터미널
카메라 유닛(옵션) 연결용 터미널.

Chapter 2 부분의 설명 - 레코딩 모듈

SD 메모리 카드(옵션)용 슬롯. SD 메모리 카드는 카메라 설정 메뉴, 레코딩/렌즈 파일 열기, 혹은 메타 데이터 업로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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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1

2

3
4

5

6

8
7

9
10

1  배터리 홀더
Anton/Bauer 배터리 장착용.

2 배터리 릴리스 레버
이 배터리 릴리스 레버를 아래로 당겨 배터리를 릴리스합니다.

3 배터리 접촉 터미널
배터리용 접촉 터미널.

4 스피커
재생 도중 재생 오디오가 모니터될 수 있고, 레코딩 도중 EE 오디오가 모니터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오디오는 헤드폰이 <PHONES> 터미널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5 <AUDIO IN 1>/<AUDIO IN 2> 터미널
오디오 장비 혹은 마이크로폰을 연결합니다.

6 <LINE>/<MIC> 스위치
<AUDIO IN 1>/<AUDIO IN 2> 터미널로 연결된 오디오 입력 시그널 전환용 스위치.
<LINE> : 오디오 장비가 라인 입력으로 연결되었을 때 선택합니다.
<MIC> : 마이크로폰이 연결되었을 때 선택합니다.

7  <PHONES> 터미널
오디오 모니터용 헤드폰의 연결 터미널(스테레오 미니 잭)

8 <DC OUT/RS> 터미널
DC 12 V 출력과 REC 트리거 입력용 터미널. DC 출력은 최대 1.0 A의 전류를 제공합니다.  

9 <DC IN> 터미널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연결용 입력 터미널.

10  <LIGHT CONTROL> 스위치
라이트 출력 터미널에 라이트가 연결되었을 때 콘트롤 스위치.

상면

2

1

3

1  콘트롤 패널 장착부 장착구

2 <RELEASE> 스위치
콘트롤 패널 제거용 스위치

3 외부 유닛 연결 터미널
향후 확장용 터미널. 보통 사용시에는 커버를 유지합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 레코딩 모듈

경고 표시의 반짝임/켜짐과 동시에 알람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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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1

1  숄더 마운트 모듈/삼각대 장착구
숄더 마운트 모듈 혹은 삼각대 부착용.

 • 장착구 크기

 - 1/4-20UNC(나사 길이 5.5mm 이하)
 -3/8-16UNC(나사 길이 5.5mm 이하)

Chapter 2 부분의 설명 - 레코딩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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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 

좌측면

1
2
3
4

5 6 7

1  <EVF USER 1>/<EVF USER 2> 버튼

설정됩니다.

2 <CAM MENU> 버튼
카메라 메뉴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 <EVF MENU> 버튼

4 조그 다이얼
작동 다이얼.
메뉴에서 설정, 이동, 선택에 사용됩니다.

5 줌 링

포커스를 조정할 때 디스플레이를 확대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스플레이가 확대되면, 비디오의 일부 부분은 감춰질 수 있습니다.

6 시계 조정 링
시계를 조정하는 링. 상단 버튼을 누른 채로 이 링을 돌립니다.

7  아이 컵

전면

1

2

1  Tally LED

2 연결 터미널
제공된 케이블 연결용 터미널. 카메라 모듈(옵션)로 연결합니다.

후면

1 2

3 4

1  아이 센서

아이 센서는 사용하는 안경의 형태, 카메라를 잡는 방법, 혹은 아이 피스 주변의 강한 조명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잠금 레버

3 

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

사용자 선택 기능을 각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할당된 기능을 실행합니다. 기능은 뷰 파인더 메뉴에서 

뷰 파인더 메뉴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 스크린의 크기를 확대/축소하는 링.

레코딩 도중 적색으로 켜집니다. 뷰 파인더 메뉴에서 사용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이 가까워지면 뷰 파인더에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먼지, 물, 습기에 대한 보호 필터. 이 필터를 부착하여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뷰 파인더를 제 위치에 고정합니다.

아이 피스 필터



 19  

4 스토퍼

상면

1

2

1  잠금 레버(좌/우 위치)

2 잠금 레버(전/후 위치)

Chapter 2 부분의 설명 - 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

슬라이더 유닛에서 뷰 파인더를 제거할 때 사용됩니다.

뷰 파인더의 위치를 조정합니다.(좌/우)

뷰 파인더의 위치를 조정합니다.(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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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숄더 마운트 모듈  

숄더 마운트 모듈

좌측면

2

3

1

1  지지 로드 잠금 놉
로드를 제 위치에 고정합니다.

: 해제 : 잠금

2 액세서리 부착(로제트)
핸드 그립과 같은 액세서리를 부착합니다.

 • 장착 나사 크기

 -M6 (나사 길이 9mm 이하) 

3 스토퍼
숄더 마운트 모듈에서 슬라이드 레일을 제거할 때 누릅니다.

우측면

2

1

3

1  지지 로드 잠금 놉
로드를 제 위치에 고정합니다.

: 해제 : 잠금

2 액세서리 부착(로제트)
핸드 그립과 같은 액세서리를 부착합니다.

 • 장착 나사 크기

 -M6 (나사 길이 9mm 이하) 

3 슬라이드 레일 잠금 놉
슬라이드 레일을 제 위치에 고정합니다.

전면

1

1  지지 로드 장착구
직경 15mm의 로드 연결구.  

상면

1

1  슬라이드 레일
카메라에 부착합니다.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유닛을 조립합니다. 액세서리의 장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Chapter 3 작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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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작동 준비 - 모듈 조립  

모듈 조립

카메라 모듈과 레코딩 모듈 조립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1  레코딩 모듈 앞부분의 상단 잠금 앵글을 카메라 모듈 뒷부분의 상단 잠금 플레이트에 정렬시킵니다.(그림 1)

2 레코딩 모듈을 확실히 밀어 넣어 카메라 모듈과 레코딩 모듈의 연결 터미널을 연결합니다.(그림 2)

참 조

 • 카메라 모듈의 V 엣지가 아래로 되어 있으면 모듈을 같이 합칠 수 없습니다.(그림 3) 카메라 모듈의 레코딩 모듈 릴리스 레버를 아래로 밀어 V 엣지를
올립니다.(그림 4)

 • V 엣지 주변의 기계 부품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V 엣지는 빨리 동작하므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해

그림 1 그림 2

1  레코딩 모듈 릴리스 레버의 잠금 놉(적색)을 위로 밀면서(그림 1) 레코딩 모듈 릴리스 레버를 아래로 누릅니다.(그림 2)

레코딩 모듈의 뒷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2 레코딩 모듈을 들어 올립니다.

콘트롤 패널 부분을 잡지 않도록 합니다. 콘트롤 패널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3 카메라 모듈의 뒷부분의 상단 잠금 플레이트에서 레코딩 모듈 앞부분의 상단 잠금 앵글을 제거합니다.

배터리와 같이 무거운 아이템이 장착되어 있을 때 뒷부분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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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해제

잠금

1  제공된 두 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슬라이더 유닛을 카메라 모듈 상단의 뷰 파인더 장착구에 부착합니다.(그림 1)

2 뷰 파인더 플레이트를 슬라이더 유닛으로 위에서부터 밀어 넣습니다.(그림 2)

3 잠금 레베를 뒷쪽으로 밀어 잠급니다.

4 제공된 케이블을 뷰 파인더 연결 터미널과 카메라 모듈의 <VF>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커넥터의 적색 마크를 정렬하여 연결합니다.

분해

a

a : 스토퍼

1  연결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2 잠금 레버를 앞으로 밀어 잠금을 해제합니다.

3 스토퍼를 밀면서 뷰 파인더를 들어 올립니다.

4 슬라이더 유닛 클램핑 나사를 제거합니다.

전자 HD 컬러 뷰 파인더 장착

Chapter 3 작동 준비 - 모듈 조립

뷰 파인더 잠금 레버를 앞으로 밀어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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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더 마운트 모듈 장착

카메라 모듈과 레코딩 모듈을 장착한 후 숄더 마운트 모듈을 장착합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슬라이드 레일 잠금 높

잠금 해제

스토퍼

슬라이드 레일 잠금 놉

스토퍼 오프닝

1  슬라이드 레일 잠금 놉을 해제합니다.

2 스토퍼를 누르면서 숄더 마운트 모듈에서 슬라이드 레일을 제거합니다.(그림 1)

3 슬라이더 레일의 스토퍼 오프닝을 카메라의 앞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림에서 표시한 나사 구멍에 제공된 두 개의 나사로 카메라의 하단에 
확실하게 장착합니다.(그림 2)

4 카메라를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숄더 마운트 모듈의 홈을 따라 앞으로 밉니다.(그림 3)

5 카메라의 슬라이드 위치를 무게 균형을 고려하면서 조정한 후, 슬라이드 레일 잠금 놉을 시계 방향으로 잠급니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분해

1  슬라이드 레일 잠금 놉을 해제합니다.

2 스토퍼를 누르면서 카메라를 뒤쪽으로 밀어 숄더 마운트 모듈에서 카메라를 분리합니다.

3 나사를 풀어 카메라 하면에서 슬라이드 레일을 제거합니다.

숄더 마운트가 삼각대에 장착되어 있으면, 삼각대의 팬 잠금 레버와 틸트 잠금 레버를 잠급니다. 균형을 잃거나 떨어지면, 오작동이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Chapter 3 작동 준비 - 모듈 조립

장착하기 전에, 슬라이더 레일 잠금 높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가 확실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카메라가 균형을 잃거나 나사가 확실하게 잠겨지지 않았을 때 카메라가 떨어져 오작동이나 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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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작동 준비 - 액세서리 부착과 제거  

액세서리 부착과 제거

b a

a : 아이 컵

b : 

삼각대 부착

카메라를 삼각대에 부착할 때, 옵션인 삼각대 어댑터(SHAN-TM700)을 사용합니다.

그림 1 그림 2

삼각대 어댑터

팬 헤드

1  삼각대에 삼각대 어댑터를 장착합니다.(그림 1)

2 카메라를 삼각대 어댑터에 장착합니다.(그림 2)

클릭 소리가 날 때까지 카메라를 홈을 따라 앞으로 밉니다.

참 조

 • 어댑터의 적절한 구멍을 선택하여, 카메라와 삼각대 어댑터의 무게 중심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선택된 구멍의 직경이 팬 헤드 나사의 직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삼각대 어댑터에서 카메라 분리

적색 레버를 잡은 채로, 검은색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카메라를 뒤로 밀어서 분리합니다.

적색 레버 검은색 레버

참 조

 • 카메라가 분리된 후 삼각대 어댑터 핀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적색 레버를 잡은 채로 검은색 레버를 다시 한번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
핀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합니다.
핀이 가운데에 있으면 카메라는 장착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도록 합니다.

아이 컵/아이 피스 필터 

아이 컵과 아이 피스 필터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액세서리를 부착하여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아이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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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커버 부착

코드를 조입니다. 표면 조임쇠를 확실하게 합니다.

Chapter 3 작동 준비 - 액세서리 부착과 제거

아래 그림은 레인 커버 SHAN-RC700(옵션)의 사용 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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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작동 준비 -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
배터리 혹은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는 파워 서플라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 Anton/Bauer 배터리

HYTRON140

DIONIC HC/DIONIC HCX/DIONIC HD

 ■ IDX 배터리

ENDURA HL0 

참 조

 • 다른 배터리는 [MENU] → [SYSTEM SETTINGS] → [BATTERY]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연결 가능한 것으로 이미 검증된 배터리의 사용을

 •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합니다.(충전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각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배터리 장착과 설정

Anton/Bauer 배터리 사용

Anton/Bauer 배터리

릴리스 레버

1  Anton/Bauer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2 배터리 터미널을 삽입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3 배터리 타입을 설정합니다.

[MENU] → [SYSTEM SETTINGS] → [BATTERY SELECT]에서, 배터리 타입을 선택합니다.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84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배터리 홀더의 릴리스 레버를 완전히 내리고, 배터리를 장착할 때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빼냅니다.

V 마운트 타입 배터리 사용

V 마운트 타입 배터리 플레이를 장착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삽입하여 밀어 넣습니다.

릴리스 레버

1  V 마운트 배터리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2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3 배터리 타입을 설정합니다.

 •

아래의 배터리의 카메라 연결은 검증되었습니다.

권장합니다.

[MENU] → [SYSTEM SETTINGS] → [BATTERY SELECT]에서, 배터리 타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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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V 마운트 타입 배터리 플레이트에 관해서는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 마운트 타입 배터리 플레이트를 사용할 때, 배터리 레벨 표시 기능이 사용되더라도 %(퍼센트)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플레이트를 제거할 때, 릴리스 레버를 밀면서 제거합니다.
 • [BATTERY SELECT]에 포함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할 때, [other]를 설정하고 나서,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 [FULL Volt], [NEAR END Volt], [END Volt]를
설정합니다.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사용

<DC IN> 터미널

DC 케이블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1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카메라의 <DC IN>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2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외부 DC 파워 서플라이가 전원 스위치가 있을 때)

3 카메라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켭니다.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 전압이 카메라의 정격 전압과 호환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연결합니다.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체 암페어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출력 암페어를 선택합니다.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체 암페어는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력 소비  ÷ 전압

카메라의 전원을 켤 때 맞물려 전원이 켜지는 연결된 디바이스(렌즈와 같은)와 카메라의 전체 전원 소비 용량의 2배를 보장할 수 있는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DC 케이블에 대해서, AWG16(명목상 크로스 섹션 영역 1.309 mm ) 혹은 그 이상의 듀얼 코어 쉴드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2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와 카메라 <DC IN> 터미널의 DC 출력 터미널의 핀 얼라인먼트를 확인하고, 
극성을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DC IN

1 GND

2 NC

3 NC

4 +12  V

Panasonic Parts No.: K1AA104H0038
Manufacturer Parts No.: HA16RX-4P (SW1) (76) (Hirose Electric Co.)

참 조

 • 배터리와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가 모두 연결되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공급이 우선하게 됩니다. 배터리는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동안
제거하도록 합니다.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 카메라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켜기 전에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스위치를 항상 켭니다.
작동이 반대로 실행되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 전압이 너무 천천히 올라가므로 카메라가 오작동될 수 있습니다.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 공급이 배터리로 전환되면, <DC IN> 터미널에서 DC 케이블을 주의하여 제거합니다.
빠른 케이블 제거는 일시적으로 카메라 작동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DC IN> 터미널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라이트 회로가 기능하지 않습니다. 라이트 회로는 전원이 Anton/Bauer 배터리 플레이트에서 공급될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DC IN> 터미널에 연결되면, [MENU] → [SYSTEM SETTINGS] → [BATTERY] → [EXT DC IN SELECT]를 [BATTERY]로 설정하고,
배터리의 특징에 따라 [FULL Volt], [NEAR END Volt], [END Volt]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퍼센트(%) 디스플레이는 배터리에 대한 배터리 레벨 표시 
기능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Chapter 3 작동 준비 - 파워 서플라이

카메라의 전원을 켤 때, 유입 전류가 생성됩니다. 전원을 켤 때 충분하지 않은 전원 공급은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GND 터미널에 +12V 파워 서플라이가 실수로 연결되면, 화재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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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작동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렌즈 장착과 조정

렌즈 장착

그림 1

그림 4

그림 2

그림 3

렌즈 레버

마운트 캡

마크

케이블 클램프

<LENS> 터미널

1  렌즈 레버를 올리고 마운트 캡을 제거합니다.(그림 1)

2 렌즈 마운트의 상단 가운데 자국을 렌즈의 센터 마크와 정렬하여 렌즈를 장착합니다.(그림 2)

3 렌즈 레버를 낮춰 렌즈를 확실하게 잡습니다.(그림 3)

4 케이블 클램프로 케이블을 고정하고 <LENS> 터미널로 연결합니다.(그림 4)

5 렌즈 플랜지 백 조정을 실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플랜지 렌즈 백 조정”(29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렌즈 취급에 대해, 렌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렌즈가 제거되면,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마운트 캡을 설치합니다.

플랜지 렌즈 백 조정

조정합니다.

참 조

 • 렌즈 부분의 조정 방법과 위치에 대한 가이드는 렌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줌 작동 도중 망원과 광각 위치 모두 이미지가 선명하게 포커스되지 않으면, 렌즈 플랜지 백(렌즈 마운팅 표면에서 이미지 형성 표면까지의 거리)을

한번 조정되면, 플랜지 백은 렌즈를 바꿀 때까지 재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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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렌즈

약 3 m

1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합니다.

렌즈 케이블의 연결을 확실히 합니다.

2 렌즈 조리개를 수동으로 설정하고 조리개를 완전히 엽니다.

3 렌즈 플랜지 백 조정 챠트를 렌즈에서 약 3m 거리에 두고 적절한 이미지 출력 레벨을 얻기 위해 챠트에 조명을  
조정합니다.

4 F.f (Flange focus) 링 클램프 나사를 느슨하게 합니다.

5 줌 링을 수동 혹은 전동으로 망원 끝 위치로 설정합니다. 

6 렌즈 플랜지 백 조정 챠트에 렌즈를 겨냥하고 거리 링을 돌려 챠트를 포커스로 들어오게 합니다.

7 줌 링을 광각 끝 위치로 설정하고 F.f(Flange focus) 링을 돌려 포커스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 때, 거리 링을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8 망원과 광각 위치 모두 렌즈가 포커스에 들어갈 때까지 5에서 7 스텝을 반복합니다.

9 F.f(Flange focus) 링 클램핑 나사를 확실하게 조입니다.

참 조

•

화이트 셰이딩 보상

화이트 셰이딩 조정

파형 모니터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평과 수직 방향에서 R, G, B 파형을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반드시 가변 플레임 레이트를 이용 불가능하게 한 후 화이트 셰이딩을 조정합니다.

H SAW

H PARA

화이트 셰이딩 보상 이전 화이트 셰이딩 보상 이후

1  카메라를 조정으로 설정합니다.

1)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합니다.

 • 렌즈 케이블을 확실하게 연결합니다.

2)  셔터를 OFF로 전환하고 EXPOSURE INDEX를 0 dB 혹은 ISO2500으로 설정합니다. 

3)  렌즈에 익스텐더 기능이 있으면, 익스텐더 기능을 해제합니다.

4)  반드시 [MENU] → [SYSTEM SETTINGS] → [COLOR SETTING] → [MAIN]을 [HD]로 설정합니다. 또한, 메뉴 스크린을 닫기 전에, [MENU] → 
[VF SDI SETTINGS] → [ZEBRA]에서 [ZEBRA1 DETECT]는 [70%]로 설정하고, [ZEBRA2 DETECT]는 [85%]로, [ZEBRA2 SW]는 [SPOT]으로 설정합니다.

 • 다르면 설정을 변경합니다.

Chapter 3 작동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이미지 레벨이 너무 높으면, 필터 혹은 셔터를 사용합니다.

F.b(Lens flange back) 링은 F.f(lens flange focus) 링같은 일부 렌즈에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시그널의 각 R, G, B 파형을 기초로 평평한 파형을 보상하는 톱니 모양 파형과 포물선 모양 파형을 조합하는 방법입니다.



 31  

5)  [MENU] → [VF SDI SETTINGS] → [ZEBRA] → [ZEBRA MASTER SW]에서 [ON]을 선택합니다.

2 스크린을 설정합니다.

1)  전체 스크린에 대해서 컬러가 균일한 흰 종이를 촬영합니다.

2)  렌즈 조리개를 수동으로 설정하고 제브라 패턴이 전체 뷰 파인더 스크린을 덮도록 조정합니다.

 • 반드시 렌즈 조리개 콘트롤이 F4와 F11에 있도록 합니다.

 • 조명이 균일하지 않으면 제브라 패턴이 전체 스크린을 덮지 못하므로 조명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
조정합니다.

3 화이트 밸런스/블랙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1)  화이트 밸런스가 [PRESET]으로 설정되는지 확인합니다.

 • 콘트롤 패널에서 확인할 때

HOME 스크린에서 [WB] → [PRESET]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확인할 때

[MENU] → [CAMERA SETTINGS] → [WHITE] → [MODE]에서 [PRESET]을 선택합니다.

2)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합니다.

 • 콘트롤 패널에서 실행할 때

HOME 스크린에서 [WB] → [AWB]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실행할 때

[MENU] → [CAMERA SETTINGS] → [WHITE] → [AWB]에서 [EXECUTE]를 선택합니다.

3)  블랙 밸런스를 실행합니다.

[MENU] → [CAMERA SETTINGS] → [BLACK] → [ABB]에서 [EXECUTE]를 선택합니다.

4)  스텝 2)의 작동을 실행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실행합니다.

4 스텝 2-2)를 다시 실행합니다.

5 화이트 셰이딩을 조정합니다.

1)  [MENU] → [CAMERA SETTINGS] → [WHITE SHADING]에서, 평평한 파형이 생성되도록 [V. PARA]를 통해 [H. SAW]를 조정합니다.

6 렌즈에 익스텐더 기능이 있으면, 익스텐더 기능을 켜고 스텝 2에서 5를 반복합니다.

저장합니다.
조정값이 메모리에 저장되므로, 카메라의 전원을 끈 후에도 화이트 셰이딩을 재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조

 • 화이트 밸런스가 조정되어도 렌즈 조리개가 열린(OPEN) 곳 부근에서 수직 방향으로 컬러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옵티컬 시스템 고유의 현상입니다.
오작동이 아닙니다.

 •
 • 렌즈 조리개가 F4와 F11 사이에 있지 않을 때 조명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 셔터를 OFF로 유지합니다.

Chapter 3 작동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흰 종이를 비출 때 다른 색온도(예를 들어 형광등과 할로겐 램프)의 몇몇 광원을 피하도록 

렌즈가 익스텐더 패턴을 갖추었을 때와 갖추지 않았을 때의 두가지 패턴을 사용하여 하나의 렌즈 파일 데이터로 보상값을 카메라에 

형광등, 수은등, 그런 종류의 다른 조명은 깜빡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태양 혹은 할로겐 램프처럼 깜빡임이 적은 광원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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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작동 준비 - DC 출력 터미널에 연결  

DC 출력 터미널에 연결

외부 레코딩 시작/정지 스위치에 <DC OUT/RS> 터미널 연결

레코딩 모듈의 <DC OUT/RS> 터미널에서 1.0 A 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레코딩 시작/정지는 이 터미널에 외부 스위치를 연결하여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 연결된 LED는 tally 램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크레인에 고정하여 비디오 촬영시에 유용합니다.

1

23

4

<DC OUT/RS> 터미널

LED

저항

시작/정지

(연결 예)

케이블 커넥터

HR10A-7R-4SC (73)
Hirose Electric Co.

레코딩

1  GND

2 TALLY OUT
카메라쪽의 컬렉터 출력을 엽니다.

Tally 램프 켜짐 낮은 임피던스

Tally 램프 꺼짐 높은 임피던스

3 레코딩 시작/정지 스위치
카메라의 <REC> 버튼 혹은 렌즈의 VTR 버튼으로 병렬로 연결됩니다.

4 +12 V 

참 조

 •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하기 전에 극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C OUT> 터미널로 연결

카메라 모듈의 <DC OUT> 터미널에서 1.0 A 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2

케이블 커넥터

0B. 302

LEMO

1  GND

2 +12 V 

참 조

 •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하기 전에 극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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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작동 준비 - 내부 시계의 날짜/시간 설정  

내부 시계의 날짜/시간 설정
시간값은 콘텐트(클립)로 저장되고 썸네일 재생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레코딩 이전, 반드시 날짜와 시간 대역을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MENU] 스크린이 콘트롤 패널에 디스플레이됩니다.

2 [MENU] → [SYSTEM SETTINGS] → [CLOCK] → [CLOCK SETTINGS]를 설정하여 연, 월, 일, 시간을 설정합니다.

연도 설정 상한 한계는 2037입니다. 메뉴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84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3 [MENU] → [SYSTEM SETTINGS] → [CLOCK] → [TIME ZONE]을 설정하여 그리니치 표준시와 시간 차이를 설정합니다.

시간 대역은 항상 날짜/시간과 같이 메타 데이터로 레코드됩니다.

참 조

 • GPS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여 GPS에서 내부 시계의 날짜와 시간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시간 대역표

시간 차이 지역 시간 차이 지역

00:00 Greenwich +01:00 Central Europe

−00:30 +01:30

−01:00 Azores +02:00 Eastern Europe

−01:30 +02:30

−02:00 Mid-Atlantic +03:00 Moscow

−02:30 +03:30 Tehran

−03:00 Buenos Aires +04:00 Abu Dhabi

−03:30 Newfoundland +04:30 Kabul

−04:00 Halifax +05:00 Islamabad

−04:30 +05:30 Bombay

−05:00 New York +06:00 Dakar

−05:30 +06:30 Yangon

−06:00 Chicago +07:00 Bangkok

−06:30 +07:30

−07:00 Denver +08:00 Beijing

−07:30 +08:30

−08:00 Los Angeles +09:00 Tokyo

−08:30 +09:30 Darwin

−09:00 Alaska +10:00 Guam

−09:30 Marquesas Islands +10:30 Lord Howe Island

−10:00 Hawaii +11:00 Solomon Islands

−10:30 +11:30 Norfolk Island

−11:00 Midway Islands +12:00 New Zealand

−11:30 +12:45 Chatham Islands

−12:00 Kwajalein Atoll +13:00

+00:30

참 조

 • 최초로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후에, 사용중에는 설정을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시계 정확도는 전원 오프로 약 ±30초의 음력 불균형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전원을 켤 때 시간을 확인하고 리셋합니다.
내장 GPS를 이용하여 시간을 수신하여 내부 시계의 시간(현지 날짜와 시간)은 수신된 시간(그리니치 표준시)과 시간 대역을 근거로 정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내부 시계의 시간 디스플레이는 현지 시간과 다르면, 시간 대역 설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간 대역 설정을 확인합니다.
(내부 시계는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됩니다. 상세 내용은 “유지 보수”(11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내부시계는 카메라의 내장 리튬 셀로 몇 년간 작동합니다. 리튬 셀의 전력이 다 되었을 때, [BACKUP BATT EMPTY]가 카메라를 켤 때 뷰 파인더에 



카메라를 이용하여 레코드할 수 있는 비디오 콤비네이션과 실행할 수 있는 컬러 그레이딩(인 카메라 컬러 그레이딩)을 설명합니다.

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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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듀얼 레코딩  

듀얼 레코딩
카메라는 두 개의 내장 레코더를 갖고 있습니다.

메인 슬롯

서브 슬롯

 ■ 메인 레코더

카드 슬롯 expressP2 메모리 카드 슬롯 x 2

호환 메모리 카드 expressP2 메모리 카드
P2 메모리 카드(일부 제한 있음)

 • P2 메모리 카드는 4K 포맷일 때 혹은 가변 프레임 레이트 기능이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GB의 P2 메모리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R, A,와 E 시리즈 P2 메모리 카드는 1080/59.94P와 1080/50P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브 레코더

카드 슬롯 microP2 메모리 카드 슬롯 x 2

호환 메모리 카드 microP2 메모리 카드

 • 프록시 데이터는 서브 레코더에 동시에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일부 제한 있음)

 • 가변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 비디오는 서브 레코더를 이용하여 레코드할 수 없습니다.

 • 서브 레코더만 이용하여 레코딩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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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레코딩을 위한 해상도, 코덱, 비디오 포맷의 선택 

레코딩을 위한 해상도, 코덱, 비디오 포맷의 선택
레코딩 해상도, 레코딩 코덱,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PIXEL] : 해상도

 • [MAIN CODEC] : 레코딩 포맷

 • [FREQUENCY] : 시스템 주파수

 • VFR : 가변 프레임 레이트 기능(최대 프레임 레이트)

 • [SUB CODEC] : 서브 레코딩 포맷

 • [PROXY] :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은 가변 프레임 레이트 기능이 가능할 때 기능하지 않습니다.)

[PIXEL] [MAIN CODEC] [FREQUENCY] VFR
(최대 프레임 레이트)

[SUB CODEC] [PROXY]

[1920 × 1080] [AVC- Intra100] [23.98p] 60fps [AVC- Intra100]
[AVC-LongG50]
[AVC-LongG25]

[G3.5(960 × 540)]

[25.00p] 50fps

[29.97p] 60fps

[50.00p] 50fps [AVC- Intra100]
[AVC-LongG25]

—

[59.94p] 60fps

[1920 × 1080] [AVC- Intra100] [50.00i] — [AVC- Intra100]
[AVC-LongG50]
[AVC-LongG25]

[G3.5(960 × 540)]

[59.94i] —

[1920 × 1080] [AVC- Intra100(HS)] [23.98p] 240fps [AVC- Intra100]
[AVC-LongG50]
[AVC-LongG25]

[G3.5(960 × 540)]

[25.00p] 200fps

[29.97p] 240fps

[50.00p] 200fps [AVC- Intra100]
[AVC-LongG25]

—

[59.94p] 240fps

[1280 × 720] [AVC- Intra100] [50.00p] — [AVC- Intra100] —

[59.94p] —

레코딩 포맷

 • OP-1b 포맷 : [AVC-LongG50]/[AVC-LongG25]

 • OP-Atom 포맷 : [AVC-Intra100]

참 조

 • 이미지 센서와 시그널 프로세싱의 작동 모드는 [MAIN CODEC]의 선택에 따라 변경됩니다.
 • [MAIN CODEC]에서 [AVC-Intra100(HS)]가 선택되면, 다른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퍼포먼스가 부분적으로 저하됩니다.



 37  

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인 카메라 그레이딩  

인 카메라 그레이딩
카메라의 그레이딩 기능을 설명합니다. 메인 레코더에 V-Log(마스터 비디오)를 레코드하고 서브 레코더에 그레이딩 비디오를 동시에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딩 기능

[CDL] : 

 • [Slope], [Offset], [Power](RGB 독립형), [Saturation](RGB common)을 이용하여 콘트롤.

 • 카메라의 콘트롤 패널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

•

설정을 통한 콘트롤 조합

[MAIN COLOR] [Grading SEL] [SUB COLOR] [CDL]

출력 그림 조정

[MON 1]
[MON 2]

[EVF]

[V-Log]

[ON]
[V-Log]

[ON]
V-Log/Grading
(selectable)

V-Log/Grading/V-709/
LCC

(selectable)[Grading]

[OFF]
[V-Log]

[OFF]
V-Log/V-709
(selectable)

V-Log/V-709/LCC
(selectable)[V-709]

[V-709] [OFF] [V-709] [OFF] V-709 V-709

[F-REC] [OFF] [F-REC] [OFF]
F-REC/LCC
(selectable)

F-REC/LCC
(selectable)

[HD] [OFF] [HD] [OFF] HD HD

[MAIN COLOR]가 [V-Log]로 설정되면, [MENU] → [CAMERA SETTINGS] → [Enhanced] → [Enhanced SW]가 [OFF]로 고정됩니다.

콘트롤 파라미터는 파일로 저장되고 비디오 등으로 P2 카드로 같이 보관됩니다.

파일 확장자는 .cdl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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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P2 카드  

P2 카드

P2 카드 삽입

expressP2 메모리 카드를 메인 슬롯에 삽입하고 microP2 메모리 카드를 서브 슬롯에 삽입합니다.

메인 슬롯 카드 액세스 LED
서브 슬롯 4

메인 슬롯 1

메인 슬롯 2

서브 슬롯 카드 액세스 LED

서브 슬롯 3

카드 슬롯 커버

그림 1 그림 2 그림 3

메인 슬롯 잠금 스위치

배출 버튼

1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그림 1)

2 카드 슬롯에 카드를 삽입합니다.(그림 2)

 • expressP2 메모리 카드(메인 슬롯)

- 메인 슬롯 잠금 스위치를 좌측으로 밀어 잠금을 릴리스합니다.
- 배출 버튼이 튀어 나올 때까지 로고를 윗면으로 하여 카드를 삽입합니다.
- 튀어 나온 배출 버튼을 우측으로 누릅니다.
- 메인 슬롯 잠금 스위치를 우측으로 밀어 잠급니다.
 • microP2 메모리 카드(서브 슬롯)

- 라벨을 위로하여 삽입합니다.

3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 혹은 녹색으로 켜지는지 확인합니다.(그림 3)(39 페이지)  

그 P2 카드는 이전에 삽입된 P2 카드의 레코드가 완료될 때까지 액세스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 예 : expressP2 메모리 카드가 두 개의 슬롯에 삽입되었을 때

expressP2 메모리 카드가 두 개의 슬롯에 삽입되면, 카드는 슬롯 번호 1 → 2의 순서로 expressP2 메모리 카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슬롯 1에서 expressP2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다시 삽입하면, expressP2 메모리 카드로의 레코딩은 슬롯 2 → 1의 순서로 발생합니다.

레코드되는 P2 메모리 카드 번호는 카메라를 끄더라도 유지됩니다. 카메라가 다음에 켜질 때, 레코딩은 카메라가 꺼지기 전과 동일한 P2 메모리 카드에
계속됩니다.

4 메인 슬롯 혹은 서브 슬롯의 커버를 닫습니다.

참 조

•
 • 떨어뜨림, 먼지,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카드 슬롯 커버를 반드시 닫습니다.
 • 반드시 카메라에서 P2 카드를 포맷합니다.
 • microP2 메모리 카드가 아닌 SDHC/SDXC 메모리 카드가 서브 슬롯에 사용되면 작동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microP2 메모리 카드가 천천히 삽입되면, [FORMAT ERROR!] 혹은 [NOT SUPPORTED!]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를 다시 삽입합니다.

최초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반드시 미리 시간 데이터를 설정합니다.(33 페이지)

카드 슬롯에 두 개의 P2 카드가 삽입되었을 때, 작은 슬롯 번호의 P2 카드가 먼저 레코드됩니다. 하지만 슬롯 번호에 상관없이, P2 카드가 늦게 삽입되면, 

서브 슬롯에서 최고 슬롯은 설정 등에 사용되는 SD 메모리 카드입니다. 비디오와 다른 데이터 형태는 레코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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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카드 제거

그림 1 그림 2

1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

2 카드를 제거합니다.

 • expressP2 메모리 카드

- 메인 슬롯 잠금 스위치를 좌측으로 밀어 잠금을 릴리스합니다.
- 배출 버튼을 들고(그림 1), 누릅니다.(그림 2)
 • microP2 메모리 카드

- microP2 카드를 카메라 쪽으로 더욱 밀었다가 놓습니다.
-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카드 슬롯에서 릴리스되고, microP2 메모리 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카드 액세스 LED는 주황색으로 빠르게 반짝입니다. 전원을 끕니다.(111 페이지)

 • P2 카드가 액세스 도중 제거되면, 비정상 클립이 될 수 있습니다. 클립을 확인하고 필요시 복구합니다.
 • 포맷 중인 P2 카드가 제거되면, P2 카드의 포맷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뷰 파인더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TURN POWER OFF]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재생 도중 다른 슬롯에 P2 카드가 삽입되면, 삽입된 카드는 인식되지 않고 카드 액세스 LED는 켜지지 않습니다.
P2 카드는 재생이 종료한 후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 레코딩 도중 빈 슬롯에 P2 카드가 삽입되어도, 아래의 경우 P2 카드는 즉시 인식되지 않습니다.
- 레코딩 슬롯이 전환된 직후

우발적 삭제 방지

P2 카드의 레코드된 콘텐츠가 실수로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P2 카드의 쓰기 방지 스위치를 Protect 쪽(혹은 LOCK 쪽)으로 전환합니다.

쓰기 방지 스위치 쓰기 방지 스위치

참 조

 • 쓰기 방지 스위치는 카드가 액세스되는 도중(레코딩 혹은 재생 도중) 전환될 수 있지만, 카드의 액세스가 정지할 때까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드 액세스 LED와 P2 카드 상태

카드 액세스 LED P2 카드 상태

녹색으로 켜짐 레코딩 가능 쓰기/읽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주황색으로 켜짐 레코딩 타깃
쓰기/읽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는 현재 레코딩 타깃입니다.
(루프 레코딩 포함)

주황색으로 반짝임 액세싱 카드 읽기/쓰기가 현재 실행중입니다.

주황색으로 빠르게 반짝임 카드가 인식되고 있음 P2 카드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P2 카드

P2 카드를 삽입한 후 액세스 중이거나 감지 중(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으로 반짝임)일 때,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액세스 도중 P2 카드가 제거되면, [TURN POWER OFF]가 뷰 파인더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는 경고 램프 등으로 경고 표시를 보냅니다.

전원을 끄고 다시 켜서 P2 카드를 다시 포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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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액세스 LED P2 카드 상태

녹색으로 천천히 반짝임

카드 가득 참 P2 카드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읽기만 가능합니다.

쓰기 방지
P2 카드의 쓰기 방지 스위치는 Protect 위치에 있습니다.
읽기만 가능합니다.

레코드할 수 없는 카드
SD 메모리 카드 등이 삽입된 후 현재 설정된 레코딩 포맷으로 레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카드를 레코드하려면, 레코딩 포맷을 변경하거나 P2 카드를
사용합니다.

Off

카드 지원 안됨 이 카드는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교체합니다.

불법 포맷 P2 카드가 제대로 포맷되지 않았습니다. 카드를 다시 포맷합니다.

카드 없음 P2 카드가 삽입되지 않습니다. 카드가 인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카드
expressP2 메모리 카드 혹은 microP2 메모리 카드가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MENU] → [SYSTEM SETTINGS] → [CARDS/MEDIA] → [CPS PASSWORD]를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P2 카드 레코딩 시간

 ■ 카메라에서 지원되는 P2 카드

옵션 expressP2, P2,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AJ-P2C002SG(2 GB)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에 대해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참조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메인 레코더

메인 레코딩 포맷
([MAIN CODEC])

설정 조건
256 GB expressP2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때

레코딩 시간

[AVC- Intra100]

[25.00p]/[29.97p]
VFR : [OFF]

약 256 분

VFR : [ON], [50fps]/[60fps] 약 128 분

[AVC- Intra100(HS)]
VFR : [ON]
[200fps]/[240fps]

약 32 분

 ■ 서브 레코더

서브 레코딩 포맷
([SUB CODEC])

설정 조건
64 GB microP2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때

레코딩 시간

[AVC- Intra100] [25.00p]/[29.97p] 약 64 분

[AVC-LongG50] [25.00p]/[29.97p] 약 128 분

[AVC-LongG25] [25.00p]/[29.97p] 약 256 분

참 조

 • 표시된 용량은 관리와 다른 영역을 포함하므로, 레코딩에 이용 가능한 공간은 위의 표보다 적습니다.

P2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 분할

8 GB 이상의 용량을 가진 P2 카드가 카메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면, 하나의 연속 레코딩 시간이 아래의 시간을 초과할 때 레코딩은 자동으로 다른 클립으로  
계속됩니다. P2 디바이스에서 썸네일 작동(디스플레이, 삭제, 복구 등)은 하나의 싱글 클립에 대한 작동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클립은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에서 별도의 클립으로 디스플레이되고, 레코딩이 AVC-LongG50 혹은 AVC-LongG 25에서 32 GB를 초과하는
microP2 메모리 카드에서 실행되면, 레코딩은 [MENU] → [REC SETTINGS] → [FILE SPLIT]에서 [ONE FILE]을 선택하여 동일한 클립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레코딩 포맷(native 레코딩 제외) 연속 레코딩 시간

AVC- Intra 100 (1080/50P, 1080/59.94P) 약 3 분

AVC- Intra 100 (1080/25P, 1080/29.97P) 약 5 분

AVC-LongG 50 약 10 분

AVC-LongG 25 약 20 분

CPS(Content Protection System)

expressP2와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제3자에게 데이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포맷을 허용하는 보안 기능 “Content Protection System”을 지원합니다.
CPS 기능을 사용하려면, 카메라에 대한 CPS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expressP2 혹은 microP2 메모리 카드 인증과 암호화 포맷 기능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암호화된 메모리 카드는 동일한 CPS 패스워드가 설정된 디바이스 사이에서 자동으로 인식되고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과 재생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CPS 패스워드 설정”(41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 [MENU] → [SYSTEM SETTINGS] → [CARDS/MEDIA] → [CPS PASSWORD]에서 CPS를 설정 혹은 삭제합니다.
 • 최대 16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된 메모리 카드는 컴퓨터의 SD 카드 슬롯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P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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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정확한 패스워드로 인증하거나 포맷하고 레코딩 미디어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인식 실패한 카드의 레코딩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카드를 삽입하여 수동 인증과 포맷이 아닌 다른 작동을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CPS 패스워드 설정

CPS 패스워드를 설정하려면, SD 메모리 카드에서 패스워드를 로드하거나 카메라 메뉴를 사용하여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하나의 CPS 패스워드만 카메라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CPS 패스워드를 다시 로딩하는 것은 이전에 저장된 패스워드를 덮어씁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CPS 패스워드 로딩

1  컴퓨터에 최신 P2 Viewer Plus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P2 Viewer Plus로 CPS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SD 메모리 카드로 저장합니다.

3 CPS 패스워드 파일을 로드합니다.

1)  카메라를 시작하고 SD 메모리 카드를 SD 카드 슬롯에 삽입합니다.

2)  썸네일 스크린을 열고, [MENU] → [SYSTEM SETTINGS] → [CARDS/MEDIA] → [CPS PASSWORD]를 선택합니다.

3)  사용되는 파일을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 CPS 패스워드의 로딩이 성공하면, 메시지 [LOADING PASSWORD COMPLETE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CPS 패스워드의 로딩이 실패하면, 경고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경고의 설명에 대해서는 “경고 시스템”(11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포맷합니다.

카메라 메뉴를 이용한 CPS 패스워드 설정

1  썸네일 스크린을 열고 [MENU] → [SYSTEM SETTINGS] → [CARDS/MEDIA] → [CPS PASSWORD]에서 [SET]을 선택합니다.

CPS 패스워드를 입력할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CPS 패스워드를 키보드로 입력합니다.

 • CPS 패스워드의 입력이 성공하면, 메시지 [SETTING PASSWORD COMPLETE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CPS 패스워드의 입력이 실패하면, 경고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경고 설명에 대해서는 “썸네일과 메뉴 작동 도중”(11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최대 16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패스워드는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를 잊어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CPS 패스워드 삭제

CPS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CPS 패스워드를 삭제합니다.

1  썸네일 스크린을 열고 [MENU] → [SYSTEM SETTINGS] → [CARDS/MEDIA] → [CPS PASSWORD]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DELETING PASSWORD COMPLETED!]가 디스플레이되고 CPS 패스워드가 삭제됩니다.

참 조

 • CPS 패스워드가 삭제되고 설정이 없어지면, 암호화 포맷 기능과 암호화된 메모리 카드의 자동 인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P2 카드에 레코드된 데이터 취급 방법

P2 카드는 DVCPRO P2 시리즈를 구성하는 전문 비디오 제품과 방송 디바이스의 레코딩 미디어로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카드입니다.

P2 포맷에 레코드된 데이터는 파일 포맷이므로, 컴퓨터와 뛰어난 호환성이 있습니다. 파일 구조는 MXF 파일의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에 추가하여 •
다양한 다른 중요한 정보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는 유니크한 포맷입니다. 폴더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P2 포맷에 레코드된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P2 카드

패스워드 파일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생성된 CPS 패스워드 파일이 암호화됩니다.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보안 위험 관리를 위해 SD 메모리 카드 등을 

인증을 위하여 [PASSWORD]와 [RETRY PASSWORD]를 입력하고 [OK]를 선택하여 CPS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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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Drive:\

모든 폴더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의 일부가 개정되거나 삭제되어도, 데이터는 데이터는 
더 이상 P2 데이터로 인식되지 않거나 카드는 더 이상 P2 디바이스에서 

P2 디바이스에 레코드된 마지막 클립의 정보가 씌여진 파일입니다.

참 조

 • microP2 메모리 카드 호환 디바이스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포맷된 P2 카드는 AVCLIP 폴더가 없습니다. AVCLIP 폴더가 없는 P2 카드는 레코딩이 
microP2 메모리 카드 호환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때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P2 카드에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할 때 혹은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P2 카드로 다시 쓸 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P2 Viewer Plus”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P2 Viewer Plus 다운로딩과 작동 환경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아래 스텝에 따라 Microsoft Windows Explorer 혹은 Apple Finder 같은 일반적인 IT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다시 P2 카드로 쓸 때는 반드시 P2 Viewer Plus를 사용합니다. 
- 
- 
- 
- 여러 개의 P2 카드에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할 때, 각 P2 카드에 대한 폴더를 만들어 동일한 이름의 클립이 덮어 씌여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 P2 카드에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카메라에서 P2 카드를 포맷하거나 최신 P2 Viewer Plus를 사용합니다.

P2 카드 포맷

1  [MENU] → [SYSTEM SETTINGS] → [CARDS/MEDIA] → [FORMAT CARD]에서 포맷하려는 메모리 카드의 슬롯을
선택합니다.

 • 카드 포맷을 원하지 않으면 [EXIT]를 선택합니다.

2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P2 카드는 포맷됩니다.

참 조

 • 포맷의 결과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포맷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

암호화된 포맷이 선택되면, 메모리 카드는 암호화됩니다.

Chapter 4 비디오 레코딩과 컬러 그레이딩 - P2 카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해당 CONTENTS 폴더와 LASTCLIP.TXT 파일을 세트로 같이 전송합니다.
CONTENTS 폴더에서 개별 파일을 전송하지 않습니다.
복사할 때, CONTENTS 폴더와 동시에 LASTCLIP.TXT 파일을 복사합니다.

CPS 패스워드가 설정되었으면, 슬롯을 선택할 때 암호화된 포맷 [CPS[ENCRYPT)] 혹은 정상 포맷 [NORMAL]을 선택하는 확인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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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레코딩 기능

핫 스왑 레코딩

P2 카드가 두 개의 카드 슬롯에 삽입되면, 레코딩은 두 개의 카드에 걸쳐서 연속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레코드되는 것이 아닌 카드는 스왑될 수 있고 레코딩은 2개 이상의 카드에도 게속될 수 있습니다.

(핫 스왑 레코딩)

하지만, P2 카드 인식은 P2 카드가 빈 카드 슬롯에 삽입되는 타이밍(두 개의 카드 슬롯에 걸쳐 연속 레코딩 전과 후)에 따라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P2 카드를 삽입할 때, 카드에 최소한 레코드될 1분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참 조

 • 핫 스왑 재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숏 마크 레코딩 기능

숏 마크는 다른 클립과 구별하기 위해 각 클립의 썸네일에 추가하는 마크입니다.

숏 마크가 추가된 클립만 디스플레이되거나 재생될 수 있습니다.

숏 마크 추가

1  [MENU] → [SYSTEM SETTINGS] → [USER SWITCHES]에서, [USER1]에서 [USER4]까지의 설정으로 [SHOT MARK]를 설정합니다. 

2 레코딩 도중 혹은 클립이 PLAY 스크린에서 선택되었을 때, 숏 마크가 할당된 버튼을 누릅니다.

 • [MARK ON]이 디스플레이되고 숏 마크가 레코드된 클립에 추가됩니다.

 • 버튼을 다시 누르면 [MARK OFF]가 디스플레이되고 숏 마크가 사라집니다.

참 조

 •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되거나 삭제된 것과 같은 조합된 클립에 숏 마크를 추가하려면,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클립을 구성하는 모든 P2 카드가 슬롯에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숏 마크는 조합된 클립 사이의 제일 위 클립에만 추가됩니다.

텍스트 메모 레코딩 기능

텍스트 메모는 어떠한 비디오 포인트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모 추가

1  [MENU] → [SYSTEM SETTINGS] → [USER SWITCHES]에서, [USER1]에서 [USER4]까지의 설정으로 [TEXT MEMO]를 설정합니다.

2 멈춤 도중 혹은 클립이 PLAY 스크린에서 선택되었을 때, 텍스트 메모가 할당된 버튼을 누릅니다.

[TEXT MEMO]가 디스플레이되고, 텍스트 메모가 버튼이 눌려졌을 때 디스플레이된 비디오 클립에 추가됩니다.

참 조

 • 최대 100개의 텍스트 메모가 하나의 클립에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콘트롤 패널을 이용한 각각의 설정 변경 방법과 설정 상태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Chapter 5 콘트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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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트롤 패널 - 콘트롤 패널 작동  

콘트롤 패널 작동
기본 카메라 작동은 콘트롤 패널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콘트롤 패널에서 변경되면, [MENU]에서 설정도 같이 변경됩니다.

j

j

a

b

c

d

e

g

h

f

i

a : <HOME> 버튼

b : <PLAY> 버튼

c : <TC> 버튼

d : <INFO> 버튼

e : <VIEW> 버튼

f : <EXIT> 버튼

g : <MENU> 버튼

h : 조그 다이얼 버튼

i : <LOCK> 스위치

j :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

카메라 상태 디스플레이

1 2 3 4 5

6 7 8

1  레코딩 상태 디스플레이
상 : 메인 슬롯 레코딩 상태 디스플레이

 • [REC] : 현재 레코딩

 : 오디오가 레코딩되지 않을 때

하 : 서브 슬롯 레코딩 상태 디스플레이
 • [REC] : 현재 레코딩

2 미디어 여유 공간 디스플레이
상 : 메인 슬롯 미디어 잔여 용량 디스플레이
하 : 서브 슬롯 미디어 잔여 용량 디스플레이

 

• [*** min] : 잔여 용량(0 에서 599분)

 • [** h] : 잔여 용량(10시간 이상)

 • [END] : 잔여 여유 공간 없음

 • [WP] : 쓰기 방지

 • [OFF] : [SUB CODEC]이 [OFF]일 때

3 코덱 디스플레이
상 : 메인 슬롯 코덱 디스플레이([MAIN CODEC] 설정값)
하 : 서브 슬롯 코덱 디스플레이([SUB CODEC] 설정값)

4 배터리 디스플레이
 • 배터리 충전 레벨이 낮아지면서          →           →          →         로 변합니다.     
 •  (황색) : 배터리 충전 레벨이 낮습니다.

 •  (적색) : 배터리 충전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 [**.* V] : 배터리 충전 레벨을 0.1 V 단위로 디스플레이합니다. 
 • [*** %] : 배터리 충전 레벨을 %로 충전 레벨 정보로 디스플레이합니다.

5 오디오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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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 디스플레이

[1]/[2] 혹은 [3]/[4] 

 •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

19 바로 표시되는 레벨을 디스플레이합니다.(2dB 단위) 
 • 표준 레벨 바

-18dB 위치 혹은 -20dB 위치에서

표준은 [MENU] → [SYSTEM SETTINGS] → [AUDIO LEVEL] → [HEADROOM]에 있습니다.

6 경고/에러 디스플레이
 : 경고(상세 내용은 아래의 경우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SYSTEM ERROR !] 

 • [TURN POWER OFF !] 

 • [REC WARING !] 

 • [CARD ERROR !] (레코딩이 정지했을 때)

 • [LOW BATTERY !] 

 • [MEDIA END !] 

 : 경고

7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
 • [TCG 12:59:59:20] :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TCR 12:59:59:20] : 시간 코드 리더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UBG AB CD EF 98] : 사용자 비트 제너레이터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UBR AB CD EF 98] : 사용자 비트 리더 값을 표시합니다.

 • [Dur.00:59:59:23] : 기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8 잠금 디스플레이
<LOCK> 스위치로 인해 버튼 작동을 할 수 없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콘트롤 패널 확장 유닛 사용

콘트롤 패널은 떼어낸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롤 패널을 떼어 내려면, <POWER> 버튼을 <OFF>로 설정합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1  콘트롤 패널을 들면서 <RELEASE> 스위치를 누릅니다.(그림 1)

콘트롤 패널이 떨어집니다.

2 콘트롤 패널 확장 유닛을 부착합니다.(그림 2)

3 콘트롤 패널 확장 유닛 케이블을 콘트롤 패널에 연결합니다.(그림 3)

Chapter 5 콘트롤 패널 - 콘트롤 패널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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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 패널 장착부를 이용하여 콘트롤 패널 고정

떼어낸 콘트롤 패널은 콘트롤 패널 장착부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3

그림 2

1  콘트롤 패널 장착부를 장착합니다.(그림 1)

2 콘트롤 패널을 콘트롤 패널 장착부에 장착합니다.(그림 2)

3 나사를 이용하여 콘트롤 패널을 고정시킵니다.(그림 3)

참 조

 케이블 클램프를 이용하여 케이블이 엉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Chapter 5 콘트롤 패널 - 콘트롤 패널 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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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트롤 패널 - HOME 스크린  

HOME 스크린
Home 스크린은 기본 카메라 설정을 디스플레이하고 그 설정을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FPS]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VFR] 가변 프레임 레이트를 변경합니다.
이것이 [OFF]일 때, 프레임 레이트는 [MENU] → [SYSTEM SETTING] →  
[FREQUENCY]에서 설정된 레이트의 1x가 됩니다.

 • 이것이 [ON]일 때, 오디오는 레코드할 수 없습니다. 오디오는 서브 레코더에
레코드됩니다.

[PRESET] 프리셋 프레임 레이트 선택용 모드
최대 12개의 프리셋이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ADD]/[DEL]을 이용하여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FPS] 전체 가변 범위에서 선택하는 모드
가변 스텝은 [FINE]/[NORMAL]/[COARSE]을 통해 변경됩니다.

[SHUTTER] 셔터 속도를 설정합니다.

[ON]/[OFF] [OFF]는 셔터 Off를 의미합니다.(오픈 각도 360 deg). 

[PRESET] 프리셋 셔터 속도를 선택하는 모드
최대 12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ADD]/[DEL]을 이용하여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SYNCHRO] 전체 가변 범위에서 선택하는 모드
가변 스텝은 [FINE]/[COARSE]를 통해 변경됩니다.

[deg/sec] 셔터 설정 유닛을 결정합니다.
[deg] : 오픈 앵글
[sec] : 초

[EI] EXPOSURE INDEX(gain)를 설정합니다.

[ISO/dB] 설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WB] 색온도(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합니다.

[AWB]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합니다.

[PRESET]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 값을 선택하는 모드
최대 12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ADD]/[DEL]을 이용하여 추가/삭제할 수 있습니다.
[AWB]가 실행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선택에 추가됩니다.

[TEMP SHIFT] 전체 가변 범위에서 조정을 하는 모드

[GMg] 녹색-마젠타 축으로 이동

[COLOR] 비디오 컬러(감마와 개멋)를 설정합니다.

[MAIN COLOR] 메인 레코더에 레코딩된 비디오 뿐만 아니라 터미널 <SDI OUT1>에서 <SDI OUT4>에서
비디오의 출력 컬러를 설정합니다.

[SUB COLOR] 서브 레코더에 레코드된 비디오의 컬러를 설정합니다.

[Grading SEL] 그레이딩 기능을 설정합니다.
[MAIN COLOR]는 [V-Log]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CDL] [CDL]에서 그레이딩을 설정합니다.
[Grading SEL]은 이것이 [OFF]일 때 이용할 수 없습니다.
[Grading SEL]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 콘트롤 패널에서 [Slope]/[Offset]/[Power]/[Saturation]을 설정합니다.

 • [File Load]를 이용하여 SD 메모리 카드에서 읽습니다.

[MON SET] [MON OUT]/[VF]의 디스플레이 컬러를 설정합니다.

[SYSTEM] 카메라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FREQUENCY] 시스템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PIXEL] 카메라 메인 해상도(픽셀의 숫자)를 설정합니다.

추가값의 최초 글자는 실행 도중 <CC FILTER> 위치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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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DEC] 메인 레코더의 코덱을 설정합니다.
카메라의 기본 시스템은 [FREQUENCY], [PIXEL], [CODEC MAIN]의 3가지 설정으로
결정됩니다. 기본 시스템 설정이 변경되면 시스템 재시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설정을 확인한 후, 가이드와 같이 재시작합니다.

[SUB CODEC] 서브 레코더의 코덱을 설정합니다.

[AUDIO] 오디오 입력과 레코딩을 설정합니다.
[VR] : 입력 볼륨을 설정합니다.
[IN] : 입력 채널 전환과 레벨 콘트롤을 설정합니다.
[OUT] : 스피커 혹은 헤드폰으로 출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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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트롤 패널 - PLAY 스크린  

PLAY 스크린
Play 스크린은 레코드된 비디오를 재생하는 스크린입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클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눌러 가운데로 선택된 클립을 재생합니다.

클립의 끝에서, 디스플레이는 리스트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
재생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르면 멈춥니다.

빠른 감기/큐는 재생 도중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실행됩니다.

[SLOT] 메인 레코더와 서브 레코더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상단 좌측에서 선택된 레코더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 : 메인 레코더
[S] : 서브 레코더

[DELETE] 선택된 클립을 삭제합니다.

[COPY] 선택된 클립을 복사합니다.

[SORT] 리스트에서 클립 디스플레이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REPAIR]

[PROPERTY] 가운데에서 선택된 클립의 속성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타깃 클립(파일)을 선택하고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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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트롤 패널 - TC 스크린  

TC 스크린
TC 스크린은 시간 코드 설정용 스크린입니다.

[TC/UB/Dur.] HOME 스크린과 상태 디스플레이 사이를 전환합니다.
[TC] : 시간 코드
[UB] : 사용자 비트
[Dur.] : 길이

[FREE/REC RUN] 프리 런과 레코딩 런 사이를 전환합니다.

[DF/NDF] 드롭 프레임과 논드롭 프레임 사이를 전환합니다.

[SET]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를 설정합니다.

가변 프레임 레이트 기능이 사용 가능할 때는 레코딩 런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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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트롤 패널 - INFO 스크린  

INFO 스크린
INFO 스크린은 카메라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DIAGNOSTICS] 경고와 같은 카메라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FPS] 모든 주파수 설정을 같이 디스플레이합니다.

[VERSION]

[PERIPHERAL] 주변 디바이스(USB, 네트워크 등)에 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HISTORY] 서비스와 관련된 작동을 실행합니다.
[Online] : PASS(P2 Asset Support System)을 이용하여 지원 모드를 입력합니다.
[TRACE LOG] : SD 메모리 카드에 트레이스 로그를 씁니다.

[CARDS] 포맷 등과 같은 레코딩 미디어 관련 작동을 실행합니다.
[AUTHENTICATE] : CPS(카드 인증 시스템) 작동 실행용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FORMAT] : 카드 포맷 작동 실행용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펌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PDATE] : 펌웨어의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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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트롤 패널 - VIEW 스크린  

VIEW 스크린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콘텐츠에 대해, [MENU]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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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콘트롤 패널 - MENU 스크린  

MENU 스크린
[MENU]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ENU] → [SYSTEM SETTINGS] → [MON OUT] → [MENU DISP] 설정에 따라, [MENU]는 <MON OUT1> 터미널과 <MON OUT2> 터미널에서 출력에 대해
디스플레이됩니다.



촬영시 레코드되는 오디오를 준비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hapter 6 오디오 레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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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오디오 레코딩 - 오디오 입력 준비  

오디오 입력 준비
오디오 입력 디바이스 연결에 대해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전면 마이크로폰 사용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키트 AJ-MC900G(옵션) 같은 마이크로폰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a

b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1  마이크로폰 홀더 장착 위치의 나사를 제거하고 마이크로폰 홀더 AJ-MH800G(옵션)을 부착합니다.(그림 1)

2 마이크로폰을 부착하고 클램핑 나사(a)를 조입니다.(그림 2)

마이크로폰의 UP 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장착합니다.

3 잠금 레버(b)를 느슨하게 하여 마이크로폰의 각도를 조정한 후 잠금 레버를 조입니다.(그림 3)

4 마이크로폰 케이블을 카메라 모듈의 <MIC IN> 터미널에 연결합니다.(그림 4)

5 레코드되는 오디오 채널에 따라, 콘트롤 패널 오디오 입력에서 [FRONT]를 선택합니다.

콘트롤 패널을 이용하여 오디오 입력 설정

1  <HOME> 버튼을 눌러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SYSTEM] → [AUDIO] → [VR/IN/OUT]에서, [IN]을 선택합니다. 

3 [CH1/2 IN]에서 [FRONT]를 선택합니다.

[CH3/4 IN]은 자동으로 [REAR]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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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디바이스 사용

a

c

b

a : <AUDIO IN 1> 터미널

b : <AUDIO IN 2> 터미널

c : <LINE>/<MIC> 스위치

1  오디오 디바이스를 XLR 케이블을 사용하여 레코딩 모듈의 <AUDIO IN 1> 혹은 <AUDIO IN 2>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2 XLR 케이블이 연결된 채널에 따라, 콘트롤 패널 오디오 입력에서 [REAR]를 선택합니다.

3 <AUDIO IN 1> 터미널 혹은 <AUDIO IN 2> 터미널의 <LINE>/<MIC> 스위치를 <LINE>으로 전환합니다.

콘트롤 패널 설정

1  
[SYSTEM] → [AUDIO] → [VR/IN/OUT]에서, [IN]을 선택합니다.

<HOME> 버튼을 눌러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3 [CH1/2 IN]에서 [REAR]를 선택합니다.

[CH3/4 IN]는 자동으로 [FRONT]로 설정됩니다.

참 조

 • 입력 시그널이 디지털 오디오(AES/EBU 포맷)일 때, [MENU] → [SYSTEM SETTINGS] → [AUDIO INPUT] → [AES/EBU IN]을 [ON]으로 설정합니다.
4 채널 모두 디지털이 입력되면 오디오 입력 설정과 레벨 조정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Chapter 6 오디오 레코딩 - 오디오 입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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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오디오 레코딩 - 오디오 입력 선택과 레코딩 레벨 조정  

오디오 입력 선택과 레코딩 레벨 조정
카메라는 독립된 4 채널 사운드 레코딩을 모든 레코딩 포맷에 지원합니다.

오디오 입력 시그널 선택

1  <HOME> 버튼을 눌러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SYSTEM] → [AUDIO] → [VR/IN/OUT]에서 [IN]을 선택합니다.

3 [CH1/2 IN]에서 [FRONT]를 선택합니다.

[CH3/4 IN]은 자동으로 [REAR]로 설정됩니다.

참 조

 • 입력 시그널이 AES/EBU 포맷일 때, 4 채널 모두 AES/EBU 입력이 되고, 오디오 입력 시그널 설정은 이용 불가입니다.
 • 레코드되는 오디오 시그널은 SDI 시그널로 바로 출력됩니다. 오디오에 관한 상세 내용은 [MENU] → [SYSTEM SETTINGS] → [AUDIO INPUT], [AUDIO LELEL], 
[AUDIO OUTPUT]에서 설정합니다.

레코딩 레벨 조정

카메라는 레코딩 레벨의 수동 조정과 자동 조정을 실행합니다.

자동 조정

오디오 채널 1/2의 레코딩 레벨은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채널 1/2가 [FRONT]로 설정될 때, 오디오 채널 3/4는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1  <HOME> 버튼을 눌러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SYSTEM] → [AUDIO] → [VR/IN/OUT]에서, [IN]을 선택합니다.

3 [FRONT1 LEVEL] 혹은 [FRONT2 LEVEL]에서 [AUTO]를 선택합니다.

수동 조정

오디오 채널 1/2의 레코딩 레벨은 수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채널 1/2가 [FRONT]로 설정될 때, 오디오 채널 3/4는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1  <HOME> 버튼을 눌러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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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STEM] → [AUDIO] → [VR/IN/OUT]에서 [IN]을 선택합니다.

[CH3/4]에 대해 [to CH1/2]에서 [CH1/2]로 전환합니다.

3 [FRONT1 LEVEL] 혹은 [FRONT2 LEVEL]에서 [MANUAL]을 선택합니다.

[AUTO]가 선택되면, [VR] 스크린에 [A]가 디스플레이되고 수동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4 [SYSTEM] → [AUDIO] → [VR/IN/OUT]에서 [VR]을 선택합니다.

5 오디오 채널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FRONT1+] 혹은 [FRONT2+]/[FORNT2-]를 이용하여 조정합니다.

가장 높은 바(0 dB)를 초과하면, 적색 바 디스플레이가 켜져 입력 볼륨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최대 레벨을 디스플레이가 0 dB에 이르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레코딩 표준 레벨

[MENU] → [SYSTEM SETTINGS] → [AUDIO LEVEL] → [HEADROOM]에서, [18dB] 혹은 [20dB]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채널 1 ~ 4에 대한 일반적인 설정.

참 조

 • 레벨 조정이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MENU] → [SYSTEM SETTING] → [SYSTEM MODE] → [AUDIO LEVEL]에서 [FRONT1 LIMITER]/[FRONT2 LIMITER]
/[REAR1 LIMITER]/[REAR2 LIMITER]이 가능한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은 [OFF]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모니터(헤드폰)

헤드폰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1  <HOME> 버튼을 눌러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SYSTEM] → [AUDIO] → [VR/IN/OUT]에서 [OUT]을 선택합니다.

 ■ 헤드폰 출력 오디오 설정

1  [MONITOR]에서 출력 시그널(모노, 스테레오, 믹스)를 선택합니다.

 ■ 헤드폰 출력 오디오 레벨 조정

1  [MON+]/[MON-] 다이얼을 조정합니다.

Chapter 6 오디오 레코딩 - 오디오 입력 선택과 레코딩 레벨 조정



Chapter 7 뷰 파인더

뷰 파인더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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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패널은 OLED(유기 EL)입니다.

조정 방법

b c d

a

a : 잠금 레버(좌/우 위치)

b : 잠금 레버(전/후 위치)

c : 가시성 조정 링

d : 줌 링

 ■ 좌/우 위치 조정

1  잠금 레버를 느슨하게 합니다.(좌/우 위치)

2 뷰 파인더를 좌우로 밉니다.

편안한 위치로 조정합니다.

3 잠금 레버를 잠급니다.(좌/우 위치)

 ■ 전/후 위치 조정

1  잠금 레버를 느슨하게 합니다.(전/후 위치)

2 뷰 파인더를 앞뒤로 밉니다.

편안한 위치로 조정합니다.

3 잠금 레버를 잠급니다.(전/후 위치)

 ■ 가시성 조정

1  상단 버튼을 누르면서 가시성 조정 링을 돌립니다.

가시성 조정 범위 : -3.6D - +1.4D

 ■ 줌 조정

1  줌 링을 돌려 조정합니다.

비디오를 확인하면서 편안한 뷰 각도로 조정합니다.
포커스를 조정하면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비네팅(원축 오차)가 확대된 이미지 스크린 주변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Chapter 7 뷰 파인더 - 뷰 파인더 조정과 설정

뷰 파인더 조정과 설정

뷰 파인더 근처에 눈을 대면 아이 센서가 작동하여 자동으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합니다.



 62  

비디오에 추가하여, 뷰 파인더는 메시지, 센터 마커, 세이프티 존 마커, 제브라 패턴, 카메라 설정과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다른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램프 디스플레

1 2

3 4

1  녹색 tally 램프
녹색 tally 시그널이 수신되면 녹색으로 켜집니다.

2 적색 tally/레코딩 램프
레코딩 도중 혹은 적색 tally 시그널이 수신되면 적색으로 켜집니다.

3 경고 램프
카메라에 경고가 발생하면 반짝이거나 켜집니다.

4 배터리 램프

상태 디스플레이

“<MON OUT1>, <MON OUT2>, <VF SDI> 출력에서 상태 디스플레이(STATUS)”를 참조합니다.

스크린 조정

1 <EVF MENU> 버튼을 누릅니다.

스크린 조정 아이템은 스크린 상단부에 디스플레이됩니다.

2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조정하려는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3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4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조정을 합니다.

5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6 <EVF MENU> 버튼을 누릅니다.

스크린 조정 아이템 디스플레이가 사라집니다.
[EVF MEN] → [DISPLAY SETUP]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카메라 설정

[FPS]/[SHUTTER]/[EI]/[WB]

1  뷰 파인더의 <CAM MENU>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아이템은 스크린의 하단부에 디스플레이됩니다.

2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설정하려는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3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4 조그 다이얼 버트을 돌려 설정 디테일을 선택합니다.

5 <CAM MENU> 버튼을 누릅니다.

1  최소 2초간 뷰 파인더의 <CAM MENU>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카메라 [MENU]가 디스플레이됩니다.

Chapter 7 뷰 파인더 - 뷰 파인더 상태 디스플레이

뷰 파인더 상태 디스플레이

잔여 배터리 레벨이 낮으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후 켜집니다.

아래의 카메라 설정은 뷰 파인더 작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 파인더에서 [MENU] 설정

카메라의 [MENU]는 뷰 파인더 작동을 통해 직접 설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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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는 카메라의 작동 패널에도 디스플레이됩니다.

[EVF MENU] 작동

1  최소 2초간 <EVF MENU>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EVF MENU]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VF MENU] 리스트

 ■ [DISPLAY SETUP]

아이템 설정의 설명

[CONTRAST] 콘트라스트를 조정합니다.

[−32]…[31]
 • 초기 설정 : [0]

[BRIGHT] 밝기를 조정합니다.

[−32]…[31]
 • 초기 설정 : [0]

[COLOR] 컬러 레벨을 조정합니다.

[−32]…[31]
 • 초기 설정 : [0]

[R BRT] 적색 밝기를 조정합니다.

[−32]…[31]
 • 초기 설정 : [0]

[G BRT] 녹색 밝기를 조정합니다.

[−32]…[31]
 • 초기 설정 : [0]

[B BRT] 청색 밝기를 조정합니다.

[−32]…[31]
 • 초기 설정 : [0]

 ■ [SW MODE]

아이템 설정의 설명

[FALSE COLOR TYPE] 가짜 컬러의 컬러 타입을 선택합니다.

[1]/[2]

[FRONT TALLY] 전면 tally 램프 기능을 이용 가능/불가능하게 합니다.

[ON]/[OFF]

[EYE SENSOR] 아이 센서의 감도를 설정합니다.Sets sensitivity of eye sensor.

[B/W] 모노크롬 모드로 전환합니다.
[ON] : 디스플레이가 흑백으로 됩니다.
[OFF] : 모노크롬 모드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SCAN] 디스플레이를 되돌립니다.

[NORMAL]/[REVERSE]

 ■ [USER SW 1]/[USER SW 2]

<EVF USER 1>/<EVF USER 2> 버튼에 할당된 기능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구성된 설정은 카메라의 [MENU] → [VF SDI SETTINGS]의 설정에 상호 적용됩니다.

([FALSE COLOR] 제외)

설정의 설명

[MARKER] : 마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CENTER MARKER] : 센터 마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SAFETY MARKER] : 세이프티 마커의 디스플레이/숨김을 전환합니다.
[FRAME MARK] : 프레임 마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USER BOX] : 사용자 박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ZEBRA] : 제브라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EXPAND] : 디스플레이 확대 기능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ASSIST] : 포커스 지원 기능을 가능/불가능하게 합니다.
[FALSE COLOR] : 가짜 컬러 모드를 가능/불가능하게 합니다.
[SMOOTH MODE] : 스무드 모드를 가능/불가능하게 합니다.
[WFM] : 파형 모니털르 디스플레이/숨깁니다.

 ■ [INFORMATION]

아이템 설정의 설명

[OPERATION TIME]

[VERSION]

가짜 컬러 모드

가짜 컬러를 사용하여 노출을 확인합니다.

Chapter 7 뷰 파인더 - 뷰 파인더 상태 디스플레이

[NORMAL] : 아이 센서에 따라 뷰 파인더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0SEC] : 아이 센서가 릴리스된 후 10초간 뷰 파인더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유지합니다.

뷰 파인더의 유기 EL 패널의 전체 디스플레이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뷰 파인더의 펌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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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발광 시그널에 의해 나온 컬러와 같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다른 레벨의 이미지는 흑백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디스플레이 패턴

컬러
레벨

설명
타입 1 타입 2

 (적색) 108.0% - 109.5% 93.6% - 94.7% 화이트 레벨 클립

 (황색) 98.0% - 100.0% 90.6% - 93.5% 화이트 레벨 클립의 낮은 영역

 (분홍색) 42.0% - 44.0% 50.0% - 51.7% 중간 회색에서 한번 멈춤

 (녹색) 28.0% - 32.0% 37.8% - 41.8% 18% 회색 중간 컬러

 (청색) 3.8% - 4.5% 3.8% - 4.5% 블랙 레벨 클립의 높은 영역

 (보라색) 0% - 3.7% 0% - 3.7% 화이트 레벨 클립

Chapter 7 뷰 파인더 - 뷰 파인더 상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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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7  뷰 파인더 - 편리한 촬영 기능

편리한 촬영 기능

제브라 패턴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제브라 패턴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제브라 패턴 디스플레이에 대한 레벨은 [MENU] → [VF SDI SETTINGS] → [ZEBRA]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ZEBRA MASTER SW] <VF> 터미널과 <VF SDI> 터미널에서 출력에 제브라 시그널을 이중인화할 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ZEBRA2 SW] 제브라 패턴 2가 가능/불가능하고 [SPOT]을 선택합니다.
[ON], [SPOT], [OFF]

 • 초기 설정 : [OFF]

[ZEBRA1 DETECT] 제브라 패턴 1의 감지 레벨을 설정합니다.
[0%]…[109%]

 • 초기 설정 : [80%]

[ZEBRA2 DETECT] 제브라 패턴 2의 감지 레벨을 설정합니다.
[0%]…[109%]

 • 초기 설정 : [100%]

[SPOT] : [ZEBRA1 DETECT]의 설정값에서 [ZEBRA2 DETECT]의 설정값까지의 이미지 레벨이 제브라 패턴에 디스플레이됩니다.

[ZEBRA2]이미지 레벨
[ON] [OFF] [SPOT]

[109%]

[ZEBRA2 DETECT]

[ZEBRA1 DETECT]

[0%]

센터 마커 디스플레이

[MENU] → [VF SDI SETTINGS] → [MARKER] → [CENTER MARKER]에서 [OFF]가 아닌 설정이 설정되면 마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세이프티 존 마커 디스플레이

[MENU] → [VF SDI SETTINGS] → [MARKER] → [SAFETY MARKER]에서 선택된 아이템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세이프티 존 마커 디스플레이는 [MENU] → [VF SDI SETTINGS] → [MARKER] → [SAFETY AREA]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마커 디스플레이

[MENU] → [VF SDI SETTINGS] → [MARKER] → [FRAME MARK]가 [ON]으로 설정되면 마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MENU] → [VF SDI SETTINGS] → [MARKER] → [FRAME SIG]에서 뷰 각도를 설정합니다.

[MENU] → [VF SDI SETTINGS] → [MARKER] → [FRAME LEVEL]에서 외부 레벨을 설정합니다.

포커스 지원 기능

포커스 지원 기능은 타깃에 쉽게 포커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포커스 스퀘어 디스플레이(각 영역에 디스플레이된 스퀘어의 크기에 디스플레이),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가 이용 가능합니다.

확대 디스플레이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EXPAND SW]를 [ON]으로 설정합니다.

뷰 파인더 혹은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 이미지의 확대 디스플레이, 피킹 디스플레이(적색에서 이미지의 윤곽선과 같이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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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 디스플레이에서, 상태 디스플레이와 제브라 패턴은 사라집니다.

 •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EXPAND POS]/[EXPAND VALUE]/[EXPAND MODE]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 <SDI OUT1>/<SDI OUT2>/<SDI OUT3>/<SDI OUT4> 터미널과 <MON OUT1> 터미널에서 출력된 이미지는 확대되지 않습니다.
 • [MENU] → [SYSTEM SETTINGS] → [MON OUT] → [MON OUT2 SIGNAL SEL]에서 [VF]가 선택되면, <MON OUT2> 터미널에서 출력은 <VF SDI> 터미널의
출력과 동일합니다.

고급 지원 기능

피킹 디스플레이(적색 포커스)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ADVANCED ASSIST SW]를 [ON]으로 설정합니다.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PEAKING SW]를 [ON]으로 설정합니다.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COLOR]를 [RED]로 설정합니다.

포커스하려는 피사체의 윤곽이 적색으로 변하도록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COLOR]에서, [GREEN] 혹은 [WHITE]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참 조

 •

포커스 스퀘어 디스플레이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ADVANCED ASSIST SW]를 [ON]으로 설정합니다.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FOCUS SQUARES SW]를 [ON]으로 설정합니다.

포커스하려는 피사체의 영역에 디스플레이되는 스퀘어 크기가 가장 크게 되도록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인형에 포커스할 때 패널에 포커스할 때

참 조

 •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포커스 바는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 → [FOCUS BAR SW]에서 [ON]이 설정될 때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포커스의 정도는 바의 길이로 표시됩니다.

 • 화이트 바 :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 그린 라인 : 피크 디스플레이

포커스 아님 뷰 파인더가 인 포커스일 때 바는 우측으로 확대됩니다.

참 조

 •

Chapter 7  뷰 파인더 - 편리한 촬영 기능

뷰 파인더 스크린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 비디오가 확대됩니다.

뷰 파인더 스크린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 비디오만 디스플레이됩니다.

뷰 파인더 스크린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 비디오만 디스플레이됩니다.

뷰 파인더 스크린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 비디오만 디스플레이됩니다.



비디오 출력을 설명합니다.

Chapter 8 출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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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출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SDI 출력  

SDI 출력
출력 포맷은 [MENU] → [SYSTEM SETTINGS] → [SDI OUT]에서 설정됩니다.

하나의 이미지 타입이 <SDI OUT1>에서 <SDI OUT4>의 4개의 BNC 터미널에서 출력됩니다.

4개의 모든 터미널에 설정이 필요하지 않으면, 출력이 제공되지 않는 터미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력 포맷이 3G x 2일 때, 이미지는 <SDI OU1>과
<SDI OUT2> 터미널에서 출력되고, <SDI OUT3>과 <SDI OUT4> 터미널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상태, 마커 등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서브 레코더로 재생되는 동안, 출력은 음소거되고 스크린은 블랙으로 됩니다.

출력 포맷 리스트

— 는 아이템이 설정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P는 [SYSTEM MODE] → [FREQUENCY]의 설정값으로 됩니다.

[SYSTEM MODE] [VFR SW] [SDI OUT] 출력 포맷

[FREQUENCY] [PIXEL] [MAIN CODEC] [P to PsF] 시그널 포맷

[23.98p]
[29.97p]

[1920×1080] [AVC- Intra100] [OFF] [P] 1920×1080
** P
4:2:2

1.5G ×1

[Psf] 1920×1080
** Psf
4:2:2

1.5G ×1

[ON] — 1920×1080
119.9P* 1

4:2:2

3G×2* 2

[AVC- Intra100(HS)] [ON] — 1920×1080
239.8P* 1

4:2:2

3G×4* 2

[59.94p] [1920×1080] [AVC- Intra100] [OFF] — 1920×1080
59.94P
4:2:2

3G×1

[ON] — 1920×1080
119.9P* 1

4:2:2

3G×2* 2

[AVC- Intra100(HS)] [ON] — 1920×1080
239.8P* 1

4:2:2

3G×4* 2

[25.00p] [1920×1080] [AVC- Intra100] [OFF] [P] 1920×1080
25.00P
4:2:2

1.5G ×1

[Psf] 1920×1080
25.00Psf

4:2:2

1.5G ×1

[ON] — 1920×1080
100P* 3

4:2:2

3G×2* 2

[AVC- Intra100(HS)] [ON] — 1920×1080
200P*3

4:2:2

3G×4* 2

[50.00p] [1920×1080] [AVC- Intra100] [OFF] — 1920×1080
50.00P
4:2:2

3G×1

[ON] — 1920×1080
100P* 3

4:2:2

3G×2* 2

[AVC- Intra100(HS)] [ON] — 1920×1080
200P* 3

4:2:2

3G×4* 2

[59.94i] [1920×1080] [AVC- Intra100] — — 1920×1080
59.94i
4:2:2

1.5G ×1

[50.00i] [1920×1080] [AVC- Intra100] — — 1920×1080
50.00i
4:2:2

1.5G ×1

[59.94p] [1280×720] [AVC- Intra100] — — 1280×720
59.94P
4:2:2

1.5G ×1

[50.00p] [1280×720] [AVC- Intra100] — — 1280×720
50.00P
4:2:2

1.5G ×1

*1  재생 도중 : 59.94P

*2 재생 도중 : 3G x 1

*3 재생 도중 : 5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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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출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MON OUT1> 출력 

<MON OUT1> 출력
출력 포맷은 [MENU] → [SYSTEM SETTINGS] → [MON OUT]에서 설정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는 [MENU] → [SYSTEM SETTINGS] → [MON OUT INDICATOR]에서 설정됩니다.

마커 디스플레이는 [MENU] → [SYSTEM SETTINGS] → [MON OUT MARKER]에서 설정됩니다.

출력 포맷 리스트

[SYSTEM MODE] [MON OUT] 출력 포맷

[FREQUENCY] [PIXEL] [MAIN CODEC] [1080p to 1080i] 시그널 포맷

[23.98p]
[29.97p]
[59.94p]

[1920×1080] [AVC- Intra100]
[AVC- Intra100(HS)]

[OFF] 1920×1080
59.94P
4:2:2

3G

[ON] 1920×1080
59.94i
4:2:2

1.5G

[25.00p]
[50.00p]

[1920×1080] [AVC- Intra100]
[AVC- Intra100(HS)]

[OFF] 1920×1080
50.00P
4:2:2

3G

[ON] 1920×1080
50.00i
4:2:2

1.5G

[59.94i] [1920×1080] [AVC- Intra100] — 1920×1080
59.94i
4:2:2

1.5G

[50.00i] [1920×1080] [AVC- Intra100] — 1920×1080
50.00i
4:2:2

1.5G

[59.94p] [1280×720] [AVC- Intra100] — 1280× 720
59.94P
4:2:2

1.5G

[50.00p] [1280×720] [AVC- Intra100] — 1280× 720
50.00P
4:2:2

1.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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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출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MON OUT2> 출력  

<MON OUT2> 출력
출력 포맷은 [MENU] → [SYSTEM SETTINGS] → [MON OUT]에서 설정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와 마커 디스플레이의 설정 상세 내용은 <MON OUT1> 터미널에 대한 상세 내용과 동일합니다. 각각 디스플레이되거나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시그널은 [MENU] → [SYSTEM SETTINGS] → [MON OUT] → [MON OUT2 SIGNAL SEL]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MON OUT1] : 이미지(출력 이미지 등)는 <MON OUT1> 터미널에서의 출력과 동일한 이미지가 됩니다.

[VF] : 이미지(출력 이미지, 마커, 상태, 확대 등)는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과 동일한 이미지가 됩니다. [MON OUT] 설정과 상관없이, 3G SDI의 
LEVEL-A 시그널은 <MON OUT2> 터미널에서 출력됩니다.

출력 포맷 리스트

[SYSTEM MODE] [MON OUT] 출력 포맷

[FREQUENCY] [PIXEL] [MAIN CODEC] [MON OUT2 
SIGNAL SEL]

[1080p to 1080i] 시그널 포맷

[23.98p]
[29.97p]
[59.94p]

[1920×1080] [AVC- Intra100]
[AVC- Intra100(HS)]

— [OFF] 1920×1080
59.94P
4:2:2

3G

— [ON] 1920×1080
59.94i
4:2:2

1.5G

[25.00p]
[50.00p]

[1920×1080] [AVC- Intra100]
[AVC- Intra100(HS)]

— [OFF] 1920×1080
 50.00P
4:2:2

3G

— [ON] 1920×1080
50.00i
4:2:2

1.5G

[59.94i] [1920×1080] [AVC- Intra100] [MON OUT1] — 1920× 1080
59.94i
4:2:2

1.5G

[VF] [OFF] 1920×1080
59.94P
4:2:2

3G

[50.00i] [1920×1080] [AVC- Intra100] [MON OUT1] — 1920×1080
50.00i
4:2:2

1.5G

[VF] [OFF] 1920×1080
50.00P
4:2:2

3G

[59.94p] [1280×720] [AVC- Intra100] [MON OUT1] — 1280×720
59.94P
4:2:2

1.5G

[VF] [OFF] 1920×1080
59.94P
4:2:2

3G

[50.00p] [1280×720] [AVC- Intra100] [MON OUT1] — 1280×720
50.00P
4:2:2

1.5G

[VF] [OFF] 1920×1080
50.00P
4:2:2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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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출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VF SDI> 출력  

<VF SDI> 출력

출력 포맷은 [MENU] → [VF SDI SETTINGS] → [VF SDI DISPLAY]에서 설정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는 [MENU] → [VF SDI SETTINGS] → [INDICATOR]에서 설정됩니다.

마커 디스플레이는 [MENU] → [VF SDI SETTINGS] → [MARKER]에서 설정됩니다.

포커스 지원 기능을 [MENU] → [VF SDI SETTINGS] → [ASSIST]에서 설정합니다.

출력 포맷 리스트

[SYSTEM MODE] [VF SDI DISPLAY] 출력 포맷

[FREQUENCY] [VF SDI 1080p to 1080i] 시그널 포맷

[23.98p]
[29.97p]
[59.94p]

[OFF] 1920×1080
59.94P
4:2:2

3G*

[ON] 1920×1080
59.94i
4:2:2

1.5G

[25.00p]
[50.00p]

[OFF] 1920×1080
50.00P
4:2:2

3G*

[ON] 1920×1080
50.00i
4:2:2

1.5G

* 3G SDI 출력으로, LEVEL-A 시그널이 출력됩니다.

이 출력은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와 마커 디스플레이의 설정 디테일은 뷰 파인더의 디테일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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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출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MON OUT1>, <MON OUT2>, <VF SDI> 출력에서 상태 디스플레이(STATUS)

WRN4096 x 2160 23.98p I-2K422-200M I-2K422-100M M 999 S 999min TC 12:59:59:2380.5%

120fps 180deg ISO12800 CC-15000K+10 99.9ft 1000.0mm ND 1.8 EX i-SHOT

GPS+7STOP

T11.0

PXY

1

14 16 1815

2 43 5 6 7 8 10 11

12 13

9

20 21 2317 19 22 24

1  시스템 픽셀

2 시스템 주파수

3 메인 레코더 레코딩 상태

4 메인 코덱

5 서브 레코더 레코딩 상태

6 서브 코덱

7 카드 잔여 여유 공간

8 배터리 충전 레벨

9 시간 코드

10  경고

11  프록시

12  포커스 바(<VF SDI> 터미널에서만 출력)

13  FPS 

14  셔터

15  EXPOSURE INDEX 

16  화이트 밸런스

17  Y GET 

18  조리개

19  포커스 위치

20 줌

21  
22 익스텐더

23 레코딩 모드(지원되는)

24 GPS 상태

ND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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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 패널 상태 디스플레이(VIEW 스크린)

4096 x 2160 23.98p I-2K422-200M I-2K422-100M

M 999 S 999min TC 12:59:59:23

120fps 180deg ISO12800 CC-15000K+10

99.9ft 1000.0mmND 1.8

EX

i-SHOT

GPS

+7STOPT11.0

PXYFULL

21

14 17 1815

3 105 116 7 8

12 13 2216 20

94

19 21

1  카드 잔여 여유 공간

2 시스템 픽셀

3 시스템 주파수

4 배터리 충전 레벨

5 메인 레코더 레코딩 상태

6 메인 코덱

7 서브 레코더 레코딩 상태

8 서브 코덱

9 프록시

10  시간 코드

11  레코딩 모드(지원되는)

12  조리개

13  FPS 

14

15  셔터

16  Y GET 

17  EXPOSURE INDEX 

18  화이트 밸런스

19  포커스 위치

20 GPS 상태

21  줌

22 익스텐더

Chapter 8 출력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ND 필터



기능 버튼 등과 같은 다른 유용한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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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 GPS를 이용하여 포지션 정보 얻기  

GPS를 이용하여 포지션 정보 얻기
카메라는 내장 GPS가 있습니다. 포지션 정보는 GPS를 통해서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GPS 안테나는 카메라 모듈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GPS 기능을 사용할 때, 금속 물체로 카메라 모듈의 윗부분을 덮지 않도록 합니다.

•

 • 포지셔닝이 완료되면, [GPS]가 켜지고 GPS 시그널 수신 강도가 4 레벨의 바로 표시됩니다.

 • GPS를 이용하여 시간이 수신되면, 내부 시계의 시간이 수신된 시간(그리니치 표준시)과 시간 대역을 근거로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몇 분을 기다린 후에도 포지션이 되지 않으면, GPS 시그널이 약하고 수신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 날짜와 시간 디스플레이가 현지 시간과 다르면, 시간 대역 설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 대역 설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참 조

 •
 • 하늘을 막힘없이 볼수 있는 개방 공간에서 포지션합니다.
 • 고도 감지는 위도나 경도 감지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다음은 GPS 위성에서 시그널이 제대로 수신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포지션을 할 수 없거나 에러 폭이 클 수 있습니다.
- 실내
- 빌딩 혹은 빌딩 숲 근처
- 지하 쇼핑 공간 내
- 숲속
- 기차나 자동차로 이동중
- 터널 내부

포지셔닝 준비가 실행될 때 뷰 파인더 스크린에 [GPS]가 반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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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 USER 버튼에 기능 할당  

USER 버튼에 기능 할당
선택된 기능은 USER 버튼 <1>에서 <4>와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MENU] → [SYSTEM SETTINGS] → [USER SWITCHES]에서 [USER1]에서 [USER10]으로 할당되는 각 기능을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에서 USER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USER2

USER5

USER6

USER8 USER10

USER1 USER3

USER4

USER7

USER9

선택 가능한 기능

아이템 설명

[INHIBIT] 기능의 할당을 할 수 없습니다.

[SIX BUTTONS]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이 USER 버튼으로 사용될 때, USER <1>에서 <4> 버튼에 대해 설정합니다.

[AWB] 자동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할당합니다.

[ABB] 자동 블랙 밸런스 기능을 할당합니다.

[Y GET]
센터 근처에 디스플레이되는 스퀘어 마커에 의해 표시되는 위치에서 이미지의 밝기 레벨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능을
할당합니다.

[DRS]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을 할당합니다.

[EXPAND] 확대 기능을 할당합니다.

[ASSIST] 고급 지원 기능을 on/off합니다.

[WFM]

[BARS] 컬러 바 디스플레이 기능을 할당합니다.

[VF COLOR]

[MON1 COLOR] <MON OUT1> 터미널에서 출력 이미지를 전환합니다.

[MON2 COLOR] <MON OUT2> 터미널에서 출력 이미지를 전환합니다.

[SMOOTH MODE] 스무드 모드 기능을 할당합니다.

[TEXT MEMO] 텍스트 메모 기능을 할당합니다.

[SHOT MARK] 숏 마크 기능을 할당합니다.

[MAIN SLOT SEL] 두 개 이상 카드가 메인 슬롯에 삽입되면 레코딩용 카드 전환 기능을 할당합니다.

[SUB SLOT SEL] 두 개 이상 카드가 서브 슬롯에 삽입되면 레코딩용 카드 전환 기능을 할당합니다.

[REC SW] <REC> 버튼의 기능을 할당합니다.

참 조

 • 다음의 기능만 [USER5]에서 [USER10]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INHIBIT], [EXPAND], [ASSIST], [FRAME LINE],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SMOOTH MODE]

뷰 파인더 파형 디스플레이를 가능/불가능하게 합니다.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를 흑백 혹은 컬러 디스플레이 중 하나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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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 설정 데이터 취급  

설정 데이터 취급

SD 메모리 카드 취급

SD 메모리 카드는 전원을 켜기 전이나 후에 제거와 삽입할 수 있습니다.

SD 메모리 카드 삽입

그림 1 그림 2

1  슬롯 커버를 엽니다.(그림 1)

2 SD 메모리 카드를 SD 메모리 카드 슬롯에 카드의 라벨면을 위로 하여 삽입하고,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그림 2)

참 조

 • SD 메모리 카드는 반드시 SD 카드 슬롯에 정확한 쪽으로 삽입되어야 합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잘 들어가지 않으면, 뒤집어졌거나 거꾸로입니다.
슬롯에 강제로 넣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삽입하기 전에 카드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 SD 메모리 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
- 카메라에 SD 표준, SDHC 표준, SDXC 표준에 맞는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 MMC(Multi Media Car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약 사용한다면 사진 찍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합니다.)
- 카메라에 miniSD/microSD 카드를 사용할 때, 항상 miniSD/microSD 카드용으로 특별 제작된 어댑터를 설치합니다.

miniSD/microSD 어댑터만 설치하면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어댑터로 카드가 삽입되는지 확인합니다.)
- Panasonic SD 메모리 카드와 miniSD/microSD 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카메라에서 포맷합니다.
- 이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에 관해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SDHC 메모리 카드는 2 GB를 초과하는 대용량 메모리 카드에 대한 SD Association에 의해 2006년에 마련된 표준입니다.  
- SDXC 메모리 카드는 32 GB를 초과하는 대용량 메모리 카드에 대한 SD Association에 의해 2009년에 마련된 표준입니다.  

SD 메모리 카드 제거

슬롯 커버를 연 후 반드시 비지 램프가 켜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 쪽으로 더욱 밀어 릴리스합니다.
카드 슬롯에서 SD 메모리 카드를 릴리스합니다. SD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 아래 포인트를 참조합니다.

 • 고온과 습도를 피합니다.

 • 물방울을 피합니다.

 • 전기 부하를 피합니다.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삽입하고 슬롯 커버를 닫은 상태로 보관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작동 실행

카메라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SD/SDHC/SDXC 표준이 아닌 표준으로 포맷된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면, 파일의 [LOAD] 혹은 [SAVE] 작동이 실행되지

SD 메모리 카드 포맷

1  [MENU] → [SYSTEM SETTINGS] → [CARDS/MEDIA] → [FORMAT CARD]에서 [SD CARD]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2 확인 스크린에서 [YES]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포맷하지 않을 때, [NO]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3 완료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되면, [OK]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에러 메시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썸네일과 메뉴 작동 도중”(11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포맷의 결과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포맷하기 전에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않습니다. SD 메모리 카드를 다시 포맷합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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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 시간 데이터 설정  

시간 데이터 설정
카메라는 시간 코드, 사용자 비트, 날짜와 시간(현지 시간) 데이터를 시간 데이터로 제공하고, 비디오와 싱크로 프레임에 레코드합니다. 

 ■ 시간 코드

콘트롤 패널로 [REC RUN]과 [FREE RUN]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FREE RUN] : 시간 코드는 항상 전원이 꺼지더라도 진행되고, 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TC IN/OUT> 터미널로 입력되는 시간 코드로 종속되어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 [REC RUN] :  다시 생성할 수 있고 연속적인 값으로 P2 카드에 레코드되는 클립의 시간 코드로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참 조

 • 아래의 경우 값은 연속되지 않습니다.
- 레코드된 클립을 삭제할 때
- 24PN과 30PN(25PN)으로 전환할 때
- 레코딩 도중 [REC WARNING] 등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레코딩이 중단될 때

 ■ 사용자 비트

사용자 비트의 두가지 타입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LTC UB : LTC로 레코드되고 <TC IN/OUT> 터미널에서 출력됩니다. SDI 시그널의 LTC로 출력되기도 있습니다.

 • VITC UB : VITC로 레코드됩니다. SDI 시그널의 VITC로 출력되기도 합니다.

LTC UB는 사용자 설정값, 시간, 연/월/일, 시간 코드와 동일한 값,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 정보, <TC IN/OUT> 터미널 등에서의 외부 시그널의 입력값을 선택하고
레코드할 수 있습니다.

VITC UB는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레코드합니다.

레코딩 시작 시간의  LTC UB 값은 클립 메타 데이터의 사용자 비트에서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 기간(클립 길이) 카운터

이 카운터는 레코디이 시작될 때마다 0부터 카운트합니다. 레코드된 클립의 길이는 레코딩 이후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날짜/시간(현지 시간)

•
디스플레이됩니다.

 • 내부 시계는 전원이 꺼져 있는 동안 프리 런 시간 코드와 사용자 비트의 연/월/일 데이터와 시간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썸네일 분류 순서와 재생 순서를 결정하는 클립 레코딩 도중 파일 생성 시간의 레퍼런스로 사용됩니다.

•

상세 내용은 “내부 시계의 날짜/시간 설정”(3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사용자 비트 설정

콘트롤 패널로 서브 코드 영역에 레코드되는 사용자 비트를 설정합니다.

아이템 설명

[USER] 내부 사용자값을 레코드합니다. 사용자 값은 [MENU] → [REC SETTINGS] → [TC] → [SET UB]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유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사용자 비트 입력 방법”(78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TIME] 내부 시계로 측정된 시간을 레코드합니다.

[DATE] 내부 시계로 측정된 연/월/일/요일 시간의 시간 자리를 레코드합니다.

[EXT INPUT] <TC IN/OUT> 터미널에 현재 입력된 사용자 비트값을 레코드합니다.

[TCG] 시간 코드 값을 레코드합니다.

[FRAME RATE] 카메라 포토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레코드합니다.
native format에 레코드된 클립이 재생될 때, VITC UB와 동일한 프레임 레이트 정보는 레코드된 값에 상관없이 출력됩니다.
컴퓨터와 같은 편집 디바이스가 사용자 비트의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사용할 때 이 설정에서 사용합니다.

사용자 비트 입력 방법

사용자 비트 설정으로, 최대 8자 길이(16진수) 메모(날짜, 시간)이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1  <TC> 버튼을 눌러 TC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사용자 비트 디스플레이에서, [UB MODE]에서 [User]를 선택합니다.

3 [SET]을 선택합니다.

[TC SET]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4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사용자 비트를 설정합니다.

5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눌러 사용자 비트 설정값을 확인합니다.

참 조

 •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용자 비트 설정 스크린에서 나오면, 설정값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 데이터의 정의

또한 클립 메타데이터 파일에 대한 데이터로 레코드됩니다.

내부 시계를 근거로, 연, 월, 일, 시가 뷰 파인더/LCD 모니터와 ,VF SDI> 터미널 등에서 출력되는 이미지에 

또한 클립 메타 데이터와 UMID(Unique Material Identifier)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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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에 사용자 비트 보관

사용자 비트 설정은 자동으로 레코드되고 전원이 꺼져도 보관됩니다.

프레임 레이트 정보

프레임 레이트, 이미지 풀 다운, 시간 코드/시간 비트 사이의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60i：600

 ·60P：608

 ·30P：308

 ·24P：248
 ·24PN ：24C

 ·50i：502

 ·50P：50A

 ·25P：25A

 · ＊＊P：＊＊9

 · ＊＊P：＊＊1

 · ＊＊P：＊＊D

 · ＊＊P：＊＊B

 

·  

·

 

우측 6자리 인증 정보

고정값

시퀀스 번호

24P : 0-4

상기 이외 : F-fixed

미디어 관리 정보

업데이트된 프레임 프래그와 유효한 프레임 프래그
REC 마크

카메라 이미지 모드

예)

(촬영 도중)

 (VFR 30PN or over 60P)
 (VFR over 60P) 
 (VFR24PN during shooting)
 (VFR25PN or over 50P)

시간 코드 설정

1  <TC> 버튼을 눌러 TC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에서, [DF/NDF]의 [DF] 혹은 [NDF]를 선택합니다.

[DF]를 설정하여 드롭 프레임 모드에서 시간 코드를 진행하고, [NDF]를 설정하여 논드롭 프레임 모드에서 진행시킵니다. 하지만, 24p(23.98P) 모드로
[NDF]에서 시간 코드는 항상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3 [SET]을 선택합니다.

[TC SET]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4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시간 코드를 설정합니다.

5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눌러 시간 코드 설정값을 확인합니다.

설정 가능한 시간 코드 범위

59.94P, 29.97P 00:00:00:00 to 23:59:59:29

23.98P 00:00:00:00 to 23:59:59:23

50P, 25P 00:00:00:00 to 23:59:59:24

참 조

 •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간 코드 설정 스크린을 빠져 나오면, 설정 값은 이용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교체 도중 시간 코드 기능

배터리 교체 도중에도, 백업 메커니즘이 기능하여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시스템 모드의 각 아이템이 변경되면, 프리 런의 시간 코드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다시 켜고, 시간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시 리셋합니다.

가변 프레임 레이트에서 시간 코드

 • 24PN에서, 레코딩은 2:3 풀다운 이미지와 일치하는 24 프레임이고, 출력은 30 프레임입니다.

 • 레코딩의 진행 레이트와 출력 시간 코드는 이미지 프레임 레이트가 24P일 때만 실제 시간과 일치합니다. 60P일 때, 레코딩 진행 레이트는 60/24배 입니다.
이 경우, 카메라는 [REC RUN] 고정 작동으로 전환되고 레코딩이 시작할 때 출력되는 시간 코드 값이 레코딩 시간 코드와 일치합니다.

 • 30PN일 때 30P가 아닌 모드에서 촬영시 25PN일 때 25P가 아닌 모드에서 촬영과 동일합니다.

시간 코드 외부 고정

카메라의 내부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는 외부 제너레이터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고정에 대한 연결 예

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 시간 데이터 설정

그림에서와 같이,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과 레퍼런스 시간 코드 양쪽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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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시간 코드

<GENLOCK IN> 터미널

<TC IN/OUT> 터미널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

외부 고정 작동 절차

시간 코드를 외부에서 고정하려면, 아래 스텝을 따릅니다.

1  <TC> 버튼을 눌러 TC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에서, [Free/Rec]에서 [Free Run]을 선택합니다.

3 [MENU] → [REC SETTINGS] → [TC] → [TC IN/OUT SEL]에서, [TC IN]을 선택합니다.

4 <TC IN/OUT> 터미널에서 외부 시간 코드를 입력합니다.

[SLAVE]가 TC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HOME 스크린에 [TCG] 글자가 흑백 반전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에 대해, 시스템 시그널 포맷과 동일한 sdi 시그널을 입력합니다.([FREQUENCY], [PIXEL]).

•

 • 제너레이터 고정의 입력 레퍼런스 시그널이 중단되면, 레코딩은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뷰 파인더 스크린에 [TEMPORARY PAUSE IRREGULAR

SIG]가 디스플레이되고 클립이 분할됩니다. 시간 코드와의 동기화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그널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레코딩은 다시 시작합니다.

 • 시간 코드가 외부에서 고정되면, 시간 코드는 일시적으로 외부 시간 코드로 고정되고, 외부 시간 코드 값과 동일한 값이 카운터 디스플레이 영역으로
출력됩니다. 싱크 제너레이터가 안정화될 때까지 몇 초간 레코딩 모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 코드를 <TC IN/OUT> 터미널 시그널로 고정합니다.

 • 슬레이브를 한번 실행하면, <TC IN/OUT> 터미널과 <GENLOCK IN> 터미널 입력이 더이상 없더라도, 슬레이브 상태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슬레이브 상태는 릴리스됩니다.

- [TC SET]가 실행될 때
- 전원이 꺼졌을 때
- [DF]/[NDF] 전환되었을 때
- [Rec Run]로 설정되었을 때
- 가변 프레임 레이트가 적용되었을 때
 • SDI 입력 시간 코드는 슬레이브 고정(동기화)될 수 없습니다.

 • UB 스크린의 [UB MODE]에서 [EXT INPUT]가 선택되면, 시간 코드 슬레이브 상태에 상관없이, 사용자 비트는 <TC IN/OUT> 터미널에 입력되는
사용자 비트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UBG] 글자가 흑백 반전됩니다.

외부 고정이 활성화되었을 때 배터리에서 외부 파워 서플라이로 전환시
주의 사항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 전원 공급을 계속 유지하려면, 외부 파워 서플라이를 <DC IN> 터미널에 연결하고 나서 배터리 팩을 제거합니다. 

시간 코드 외부 공급

카메라 이미지 혹은 재생되는 이미지를 일치시켜 카메라에서 외부 레코딩 디바이스로 출력 시간 코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 시간 데이터 설정

시스템 주파수가 59.94p 혹은 50p일 때, 시간 코드는 한 필드씩 싱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팩이 먼저 제거되면, 시간 코드가 외부 고정 상태로 있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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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디바이스로 공급을 위한 연결 예

 ■ 외부 디바이스를 카메라로 고정할 때

<TC IN/OUT> 터미널

<SDI OUT1>/<SDI OUT2>/<SDI OUT3>/<SDI OUT4> 터미널

VIDEO IN 터미널

SDI IN 터미널

HD SDI IN 터미널

TC IN 터미널

VTR 등

 ■ 두 대의 카메라가 연결되고 한 대가 레퍼런스 카메라로 사용될 때

한 대는 레퍼런스 카메라로 사용되는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시간 코드를 슬레이브할 때, 아래와 같이 연결을 합니다.

<TC IN/OUT> 터미널

레퍼런스 카메라 슬레이브 카메라

<TC IN/OUT> 터미널

<SDI OUT1> 터미널

<GENLOCK IN> 터미널

참 조

 • <TC IN/OUT> 터미널을 [MENU] → [REC SETTINGS] → [TC] → [TC IN/OUT SEL]의 출력 혹은 입력으로 설정합니다.
 • 양쪽 카메라 모두 [MENU] → [REC SETTINGS] → [TC] → [TC OUT REF]에서 [RECORDING]으로 설정하여, 두 대의 카메라는 동시에 비디오의 동일한 시간
코드로 레코드할 수 있습니다.

작동 절차

1  [MENU] → [REC SETTINGS] → [TC] → [TC IN/OUT SEL]에서 [TC OUT]을 설정합니다.

 • <TC IN/OUT> 터미널에서 출력된 시간 코드를 SDI 출력에 일치시키고 출력 이미지를 모니터하려면, [MENU] → [REC SETTINGS] → [TC] → [TC OUT REF] 
[TC OUT REF]를 [SDI OUT]으로 설정합니다.

 • 재생 도중 TCR을 출력하려면, [MENU] → [REC SETTINGS] → [TC] → [TC OUT]을 [TCG/TCR]로 설정합니다.

내부 디바이스가 LTC 혹은 VITC 다중 출력을 SDI 출력으로 사용하면 이들 설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Chapter 9 다른 유용한 기능들 - 시간 데이터 설정



카메라 메뉴 작동 방법, 구조, 설정 메뉴의 디테일을 설명합니다. 

Chapter 10 메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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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메뉴 작동 - 설정 메뉴 구조  

설정 메뉴 구조

[SYSTEM SETTINGS] 일반적인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시스템 주파수, 라인의 숫자, 레코딩 포맷, 레코딩 방법을 설정합니다.

[CAMERA SETTINGS]

→ [Enhanced SW]가 [ON]으로 설정되면, 모든 아이템의 작동은 실행될 수 있습니다.

[REC SETTINGS] 카메라 레코딩 기능의 다양한 설정 아이템

[VF SDI SETTINGS]

[FILE]

[PERIPHERAL] 네트워크와 GPS 디바이스같은 주변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되는 기능 관련 설정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기능은 향후 버젼에서 지원됩니다.

[Enhanced] 메뉴

확장 메뉴는 초기 설정에서 디폴트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확장 메뉴 아이템을 디스플레이하려면, [MENU] → [CAMERA SETTINGS] →
[Enhanced] → [Enhanced SW]를 [ON]으로 설정합니다.

메뉴 리스트에서                 가 표시된 아이템의 존재는 확장된 메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메뉴 구성

설정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카메라 비디오의 미세한 퀄리티 조정을 설정하고 카메라 작동을 설정합니다. 이 아이템은 씬 파일로 취급됩니다.
초기 설정에서 미세 이미지 퀄리티 조정 아이템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MENU] → [CAMERA SETTINGS] → [Enhanced]

뷰 파인더와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콘텐트를 설정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의 설정 데이터 읽기/쓰기 메뉴같은 파일 관련 작동을 실행하고, 렌즈 파일과 렌즈 색수차(CAC) 파일을 다룹니다.
이 아이템은 향후 버젼 업그레이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카메라에는 카메라 비디오에 대한 미세 이미지 퀄리티 조정을 실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확장([Enhanced]) 메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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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 기본 작동

촬영 씬과 레코딩 디테일에 따라 설정 메뉴를 이용하여 카메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데이터는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에 쓰여지고 저장됩니다.

b

a

c

a : <MENU> 버튼

b : <EXIT> 버튼

c : 조그 다이얼 버튼

1  레코딩하지 않을 때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MENU] 스크린이 콘트롤 패널에 디스플레이됩니다.

2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원하는 메뉴 아이템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커서를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3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 스크린의 다음 레벨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다른 레벨이 있으면, 조그 다이얼 버튼을 다시 눌러 디스플레이시킵니다.

 • 우측에 선택된 아이템의 현재 설정값이 디스플레이됩니다.

4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원하는 아이템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5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템이 설정 상태에 있습니다.
두 개의 아이템이 있으면, 설정값 선택 프레임이 우측에 디스플레이됩니다.

6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려 원하는 아이템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7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이 완료됩니다.

8 <EXIT> 버튼을 눌러 메뉴를 닫습니다.

설정 메뉴 초기화

설정 메뉴의 설정값은 초기 설정으로 리셋될 수 있습니다.

1  [MENU] → [SYSTEM SETTINGS] → [INITIALIZE]에서 [LOAD FACTORY DATA]를 선택합니다.

[MENU] 설정값이 초기 설정으로 리셋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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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리스트

[SYSTEM SETTINGS]

일반적인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 은 확장된 메뉴입니다. [MENU] → [CAMERA SETTINGS] → [Enhanced] → [Enhanced SW]를 [ON]으로 설정하여 확장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SYSTEM MODE] [FREQUENCY] 시스템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보여집니다.
카메라 시스템 작동은 [FREQUENCY], [PIXEL], [MAN CODEC]의 세가지 설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가지 설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3.98p], [25.00p], [29.97p], [50.00p], [50.00i], [59.94p], [59.94i]
 • 초기 설정 : [23.98p]

[PIXEL] 레코딩 픽셀의 메인 레코더의 숫자를 설정합니다.

[1920×1080], [1280×720]
 • 초기 설정 :  [1920×1080]

[MAIN CODEC] 메인 레코더의 레코딩 코덱을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아이템은 [FREQUENCY]/[PIXEL]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AVC- Intra100], [AVC- Intra100(HS)]
 • 초기 설정 : [AVC- Intra100]

[SUB CODEC] 서브 레코더의 레코딩 코덱을 설정합니다.선택 가능한 아이템은 [FREQUENCY]/[PIXEL]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동시에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이 가능/불가능합니다.

[AVC- Intra100], [AVC-LongG50], [AVC-LongG25], [AVC- Intra100 & Pxy], [AVC -LongG50 & Pxy], 

[AVC-LongG25 & Pxy], [OFF]
 • 초기 설정 : [AVC- Intra100]

[COLOR SETTING] [MAIN] 메인 레코더에 레코드된 비디오의 컬러(전체 카메라 시스템)를 설정합니다.

[V-Log]/[V-709]/[F-REC]/[HD]
 • 초기 설정 : [V-Log]

[GRADING] 그레이딩 프로세스의 적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V-Log]가 [MAIN]으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SUB] 서브 레코더에 레코드된 비디오의 컬러(전체 카메라 시스템)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 아이템은 [MAIN]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V-Log]/[GRADING]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FF]로 설정되었을 때
[V-Log]/[V-709]
[MAIN]이 [V-709]로 설정될 때
[V-709]
[MAIN]이 [F-REC]로 설정될 때
[F-REC]
[MAIN]이 [HD]로 설정될 때
[HD]

 • 초기 설정 : [V-Log]

[3D LUT] [GRADING]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그레이딩 프로세스 방법을 설정합니다.
[GRADING]이 [ON]으로 설정될 때
[OFF]/[V-709]
[GRADING]이 [OFF]로 설정될 때
[OFF]

 • 초기 설정 : [OFF]

[CDL] [GRADING]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그레이딩 프로세스 방법을 설정합니다.
[GRADING]이 [ON]으로 설정될 때
[ON], [OFF]
[GRADING]이 [OFF]로 설정될 때
[OFF]

 • 초기 설정 : [OFF]

[MON 1] <MON OUT1> 터미널에서의 출력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아이템은 [MAIN]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V-Log]/[GRADING]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FF]로 설정되었을 때
[V-Log]/[V-709]
[MAIN]이 [V-709]로 설정될 때
[V-709]
[MAIN]이 [F-REC]로 설정될 때
[F-REC]/[LCC]
[MAIN]이 [HD]로 설정될 때
[HD]

 • 초기 설정 : [V-Log]

이 아이템의 설정이 변경되면, 디바이스는 재시작되어야 합니다. 재시작이 필요하면, 확인 다이어로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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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2] <MON OUT2> 터미널에서의 출력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 아이템은 [MAIN]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V-Log]/[GRADING]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FF]로 설정되었을 때
[V-Log]/[V-709]
[MAIN]이 [V-709]로 설정될 때
[V-709]
[MAIN]이 [F-REC]로 설정될 때
[F-REC]/[LCC]
[MAIN]이 [HD]로 설정될 때
[HD]

 • 초기 설정 : [V-Log]

[VF] <VF> 터미널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선택 가능 아이템은 [MAIN]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V-Log]/[GRADING]/[V -709]/[LCC]
[MAIN]이 [V-Log]로 설정되고 [GRADING]이 [OFF]로 설정되었을 때
[V-Log]/[V-709]/[LCC]
[MAIN]이 [V-709]로 설정될 때
[V-709]
[MAIN]이 [F-REC]로 설정될 때
[F-REC]/[LCC]
[MAIN]이 [HD]로 설정될 때
[HD]

 • 초기 설정 : [V-Log]

[AUDIO INPUT] [AES/EBU IN] [ON]으로 설정되면, <AUDIO IN1> 터미널과 <AUDIO IN 2> 터미널에서의 디지털 오디오(AES/EBU 표준일치) 입력은
4 채널로 레코드됩니다.
이 경우 아날로그 입력 선택과 볼륨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FRONT MIC POWER] 전면 마이크로폰 팬텀 파워가 가능/불가능 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RONT MIC LEVEL] 전면 마이크로폰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40dB], [−50dB]

 • 초기 설정 : [−40dB]

[REAR1 MIC POWER] <AUDIO IN 1> 터미널에 연결된 후면 마이크로폰의 팬텀 파워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REAR2 MIC POWER] <AUDIO IN 2> 터미널에 연결된 후면 마이크로폰의 팬텀 파워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REAR MIC LEVEL] <AUDIO IN 1>과 <AUDIO IN 2> 터미널에 연결된 후면 마이크로폰의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40dB], [−50dB], [−60dB]

 • 초기 설정 : [−60dB] 

[REAR LINE LEVEL] <AUDIO IN 1> 터미널과 <AUDIO IN 2> 터미널에서의 라인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4dB], [0dB], [ −3dB]

 • 초기 설정 : [4dB]

[FRONT1 MIC 
LOWCUT] [ON], [OFF]

 • 초기 설정 : [OFF]

[FRONT2 MIC 
LOWCUT] [ON], [OFF]

 • 초기 설정 : [OFF]

[REAR1 MIC LOWCUT]
[ON], [OFF]

 • 초기 설정 : [OFF]

[REAR2 MIC LOWCUT]
[ON], [OFF]

 • 초기 설정 : [OFF]

[CH IN SEL] 오디오 채널 1에서 4의 입력을 설정합니다.
[1•2FRONT 3•4REAR], [1• 2REAR 3• 4FRONT]

 • 초기 설정 : [1• 2FRONT 3• 4REAR]

[TEST TONE] 비디오가 컬러 바를 만들 때 테스트 시그널의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
[ON] : 테스트 톤을 출력합니다.
[OFF] : 테스트 톤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N]

[AUDIO LEVEL] [FRONT1 LEVEL] 전면 마이크로폰 1의 레벨 조정 방법을 수동 혹은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AUTO] :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ANUAL] :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 : [AUTO]

[FRONT2 LEVEL] 전면 마이크로폰 2의 레벨 조정 방법을 수동 혹은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AUTO] :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ANUAL] :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 : [AUTO]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전면 마이크로폰 1의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전면 마이크로폰 2의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후면 마이크로폰 1의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후면 마이크로폰 2의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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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1 LEVEL] 후면 마이크로폰 1의 레벨 조정 방법을 수동 혹은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AUTO] :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ANUAL] :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 : [AUTO]

[REAR2 LEVEL] 후면 마이크로폰 2의 레벨 조정 방법을 수동 혹은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AUTO] :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ANUAL] :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 : [AUTO]

[FRONT1 VR] 전면 마이크로폰 1의 레벨 조정 방법이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이 아이템에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0]…[100]

 • 초기 설정 : [70]

[FRONT2 VR] 전면 마이크로폰 2의 레벨 조정 방법이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이 아이템에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0]…[100]

 • 초기 설정 : [70]

[REAR1 VR] 후면 마이크로폰 1의 레벨 조정 방법이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이 아이템에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0]…[100]

 • 초기 설정 : [70]

[REAR2 VR] 후면 마이크로폰 2의 레벨 조정 방법이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이 아이템에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0]…[100]

 • 초기 설정 : [70]

[FRONT1 LIMITER] 전면 마이크로폰 1의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FRONT2 LIMITER] 전면 마이크로폰 2의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REAR1 LIMITER] 후면 마이크로폰 1의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REAR2 LIMITER] 후면 마이크로폰 2의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HEADROOM] 헤드룸을 설정합니다.(표준 레벨)
[18dB], [20dB]

 • 초기 설정 : [20dB]

[AUDIO OUTPUT] [MONITOR SEL1] <PHONES>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채널을 설정합니다.
[CH1/2] : 오디오 채널 1/2를 출력합니다.
[CH3/4] : 오디오 채널 3/4를 출력합니다.

 • 초기 설정 : [CH1/2]

[MONITOR SEL2] <PHONES>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포맷(모노, 스테레오, 믹스)을 설정합니다.
[MONITOR SEL1]이 [CH1/2]로 설정되었을 때
[MONO CH1], [MONO CH2], [STEREO CH1/2], [MIX CH1/2]
[MONITOR SEL1]이 [CH3/4]로 설정되었을 때
[MONO CH3], [MONO CH4], [STEREO CH3/4], [MIX CH3/4]

 • 초기 설정 : [STEREO CH1/2] 혹은 [STEREO CH3/4]

[MONITOR DELAY] 모니터 출력을 일치시키기 위해 <PHONES> 터미널에서 오디오의 지연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MONITOR VR] <PHONES>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0]…[100]

 • 초기 설정 : [70]

[ALARM] <PHONES>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경고 사운드의 볼륨을 설정합니다.
[LOUD], [MIDIUM], [SMALL], [OFF]

 • 초기 설정 : [MIDIUM]

[CONTROL DISPLAY] [BRIGHTNESS] 콘트롤 패널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15]…[15]

 • 초기 설정 : [0]

[COLOR LEVEL] 콘트롤 패널의 컬러 레벨을 조정합니다.
[−15]…[15]

 • 초기 설정 : [0]

[CONTRAST] 콘트롤 패널의 콘트라스트를 조정합니다.
[−30]…[30]

 • 초기 설정 : [0]

[BACK LIGHT] 콘트롤 패널 백라이트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1] : 보통보다 디스플레이를 더 어둡게 합니다.
[0] : 보통 밝기
[1] : 보통보다 디스플레이를 더 밝게 합니다.

 • 초기 설정 : [0]

[BUTTON LED] 콘트롤 버튼과 카메라 모듈의 각 버튼을 켭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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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카메라 비디오가 콘트롤 패널에 디스플레이될 때 상태 디스플레이를 보여줄지 설정하는 <VIEW> 버튼을
누릅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DI OUT] [P to PsF] 터미널 <SDI OUT1>에서 <SDI OUT4>까지의 출력에 대한 세그먼트 프레임을 설정합니다.
다음 아이템의 양쪽이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 [MENU] → [SYSTEM SETTINGS] → [SYSTEM MODE] → [FREQUENCY]가 [29.97p], [23.98p], [25.00p]로 
설정되었을 때

 • [MENU] → [SYSTEM SETTINGS] → [SYSTEM MODE] → [PIXEL]이 [1920 x 1080]으로 설정되었을 때

[ON], [OFF]
 • 초기 설정 : [OFF]

[3G-SDI OUT] 터미널 <SDI OUT1>에서 <SDI OUT4>까지에서 출력되는 3G SDI 시그널 포맷을 설정합니다.
[LEVEL -A] : LEVEL-A 방법을 선택합니다.
[LEVEL -B] : LEVEL-B DL 방법을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LEVEL-B]

[SDI REC REMOTE] <SDI OUT> 터미널로 연결되는 외부 디바이스(레코더 같은)에 대한 레코딩 작동의 콘트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 외부 디바이스의 레코딩 작동을 콘트롤합니다.
[OFF] : 외부 디바이스의 레코딩 작동을 콘트롤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MON OUT] [1080p to 1080i] 1080P 모드에서 <MON OUT1> 터미널과 <MON OUT2> 터미널에서의 출력 시그널을 1080i로 전환할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3G-SDI OUT] <MON OUT1> 터미널과 <MON OUT2>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3G SDI 시그널 포맷을 설정합니다.
[LEVEL -A] : LEVEL-A 방법을 선택합니다.
[LEVEL -B] : LEVEL-B DL 방법을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LEVEL-B]

[MON OUT2 SIGNAL 
SEL]

<MON OUT2> 터미널에서 출력을 설정합니다.
[VF] : <VF SDI> 터미널과 동일한 출력을 선택합니다.
[MON OUT1] : <MON OUT1> 터미널과 동일한 출력을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VF]

[MON OUT1 STATUS] <MON OUT1> 터미널의 출력에 상태 디스플레이를 보여줄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MON OUT2 STATUS] <MON OUT2> 터미널의 출력에 상태 디스플레이를 보여줄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MENU DISP] <MON OUT1> 터미널과 <MON OUT2> 터미널의 출력에서 [MENU]를 디스플레이할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MON OUT INDICATOR] [SYSTEM PIXEL] 시스템 픽셀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YSTEM FREQ] 시스템 주파수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REC FORMAT] 레코딩 포맷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PS] 프레임 레이트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HUTTER] 셔터 속도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EI] EXPOSURE INDEX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WHITE] 색온도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IRIS] 조리개 값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OCUS] 포커스 거리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ZOOM] 줌 값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ILTER]
[ON], [OFF]

 • 초기 설정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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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R] 익스텐더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Y GET] Y GET의 밝기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TC] 시간 코드, 사용자 비트, 카운터 디스플레이 길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TCG/TCR], [TCG], [OFF]

 • 초기 설정 : [TCG/TCR]

[P2 CARD REMAIN] P2 카드의 잔여 레코딩 여유 공간의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BATTERY REMAIN] 추정 전여 배터리 충전 레벨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PROXY] 프록시 정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GPS] GPS 시그널 수신 상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MON OUT MARKER] [MON OUT1 SW] <MON OUT1>에서 출력에 대한 마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MON OUT2 SW] <MON OUT2>에서 출력에 대한 마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LCD SW] 콘트롤 패널에 대한 마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CENTER MARKER] 센터 마커를 콘트롤합니다.
[1] :  + (large)
[2] :  Open center (large)
[3] :  + (small)
[4] :  Open center (small)
[OFF] :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1]

[SAFETY MARKER] 세이프티 존 마커에 대한 프레임 타입을 선택합니다.
[1] : 박스
[2] : 코너
[OFF] :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SAFETY AREA] 세이프티 존 마커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80%] - [100%](1% 단위, 고정 화면비율)

 • 초기 설정 : [90%]

[FRAME MARK] 프레임 마커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FRAME SIG] 프레임 마커 화면 비율을 설정합니다.
[1.33:1], [1.44:1], [1.56:1], [1.78:1], [1.85:1], [2.35:1]

 • 초기 설정 : [2.35:1]

[FRAME LEVEL] 프레임 마커의 아웃사이드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100%] (10% step)

 • 초기 설정 : [100%]

[MARKER & CHAR LVL] 마커와 글자 밝기를 설정합니다.
[50%]…[100%] (10% step)

 • 초기 설정 : [70%]

[USER BOX] 사용자 박스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USER BOX WIDTH] 사용자 박스의 폭을 설정합니다.
[1]…[100]

 • 초기 설정 : [13]

[USER BOX HEIGHT] 사용자 박스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1]…[100]

 • 초기 설정 : [13]

[USER BOX H POS] 사용자 박스의 센터의 수평 위치를 설정합니다.
[−50]…[50]

 • 초기 설정 : [0]

[USER BOX V POS] 사용자 박스의 센터의 수직 위치를 설정합니다.
[−50]…[50]

 • 초기 설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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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LOCK] [GENLOCK MODE] 카메라 시그널의 동기화 시그널을 전환합니다.
[INT] : 내부 표준 시그널로 동기화합니다.
[EXT] : 입력된 외부 표준 시그널로 동기화합니다.

 • 초기 설정 : [INT]

[H PHASE COARSE] 시스템을 만들 때 수평 동기화 페이스에 일치하도록 대충 조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H PHASE FINE] 시스템을 만들 때 수평 동기화 페이스에 일치하도록 미세 조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INFORMATION] [OPERATION TIME] 카메라의 작동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VERSION] 카메라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VERSION] :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MODEL NAME] : 제품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ERIAL NO.] : 시리얼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UPDATE]
가능합니다.

[ONLINE SUPPORT] PASS(P2 Asset Support System) 기능 모드로 카메라를 전환합니다.

[TRACE LOG] SD 메모리 카드에서 카메라의 실행 로그를 읽습니다.

[SENSOR TEMP] 카메라 모듈의 센서로 감지된 주변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FAN] 팬 작동 상태를 설정합니다.
[AUTO] : 유닛의 작동 모드에 따라 회전수를 콘트롤 합니다.
[ON] : 항상 최고 속도로 회전합니다.

 • 초기 설정 : [ON]

[CARDS/MEDIA] [CPS PASSWORD] expressP2 메모리 카드와 microP2 메모리 카드에 대해 CPS 암호화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LOAD] : SD 메모리 카드에서 CPS 패스워드를 로드합니다.
[SET] : CPS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DELETE] :  디바이스에 저장된 패스워드를 삭제하고, 암호화된 포맷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FORMAT CARD]
[MAIN SLOT1], [MAIN SLOT2], [SUB SLOT3], [SUB SLOT4], [SD CARD]
CPS 패스워드가 설정되면, [NORMAL](보통의 비암호화 포맷) 혹은 [CPS(ENCRYPT)](암호화된 포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맷의 결과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포맷하기 전에 항상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MEDIA END ALARM] expressP2 메모리 카드와 microP2 메모리 카드에 잔여 여유 공간이 없을 때 알람 사운드 생성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USER SWITCHS] [USER1] USER <1>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SIX BUTTONS], [AWB], [ABB], [Y GET], [DRS], [EXPAND], [ASSIST], [WFM], [BARS],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TEXT MEMO], [SHOT MARK], [MAIN 

SLOT SEL], [SUB SLOT SEL], [REC SW]
 • 초기 설정 : [INHIBIT]

[USER2] USER <2>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SIX BUTTONS], [AWB], [ABB], [Y GET], [DRS], [EXPAND], [ASSIST], [WFM], [BARS],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TEXT MEMO], [SHOT MARK], [MAIN 

SLOT SEL], [SUB SLOT SEL], [REC SW]
 • 초기 설정 : [INHIBIT]

[USER3] USER <3>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SIX BUTTONS], [AWB], [ABB], [Y GET], [DRS], [EXPAND], [ASSIST], [WFM], [BARS],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TEXT MEMO], [SHOT MARK], [MAIN 

SLOT SEL], [SUB SLOT SEL], [REC SW]
 • 초기 설정 : [INHIBIT]

[USER4] USER <4>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SIX BUTTONS], [AWB], [ABB], [Y GET], [DRS], [EXPAND], [ASSIST], [WFM], [BARS],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TEXT MEMO], [SHOT MARK], [MAIN 

SLOT SEL], [SUB SLOT SEL], [REC SW]
 • 초기 설정 : [INHIBIT]

[USER5]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은 USER 버튼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SIX BUTTONS]을 USER 버튼 <1>에서 <4>로 할당합니다.

[INHIBIT], [EXPAND], [ASSIST],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 초기 설정 : [INHIBIT]

[USER6]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은 USER 버튼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SIX BUTTONS]을 USER 버튼 <1>에서 <4>로 할당합니다.

[INHIBIT], [EXPAND], [ASSIST],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 초기 설정 : [INHIBIT]

[USER7]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은 USER 버튼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SIX BUTTONS]을 USER 버튼 <1>에서 <4>로 할당합니다.

[INHIBIT], [EXPAND], [ASSIST],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 초기 설정 : [IN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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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8]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은 USER 버튼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SIX BUTTONS]을 USER 버튼 <1>에서 <4>로 할당합니다.

[INHIBIT], [EXPAND], [ASSIST],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 초기 설정 : [INHIBIT]

[USER9]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은 USER 버튼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SIX BUTTONS]을 USER 버튼 <1>에서 <4>로 할당합니다.

[INHIBIT], [EXPAND], [ASSIST],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 초기 설정 : [INHIBIT]

[USER10]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콘트롤 패널 작동 버튼은 USER 버튼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SIX BUTTONS]을 USER 버튼 <1>에서 <4>로 할당합니다.

[INHIBIT], [EXPAND], [ASSIST], [VF COLOR], [MON1 COLOR], [MON2 COLOR], [SMOOTH MODE]
 • 초기 설정 : [INHIBIT]

[BATTERY] [BATTERY SELECT] 사용하는 배터리에 따라 선택됩니다.
[DIONIC], [HyTRON], [ENDURA], [PAG] : 
[NEAR END Info]와 [END Info]에 따라 잔여 충전 레벨이 감지되고 경고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잔여 충전 레벨 정보가 없을 때, 잔여 충전 레벨은 전압 레벨로 감지됩니다.
[other] : 잔여 충전 레벨은 전압 레벨에서 감지됩니다.

 • 초기 설정 : [DIONIC]

[EXT DC IN SELECT] <DC IN> 터미널로 입력되는 외부 파워 서플라이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DC POWER SUPPLY] : 
AC 어댑터를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이 경우, 잔여 배터리 충전 레벨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BATTERY] : 
배터리를 <DC IN> 터미널에 연결할 때 선택합니다. 잔여 충전 레벨은 전압 레벨로 감지됩니다.

 • 초기 설정 : [DC POWER SUPPLY]

[FULL Volt] 배터리 잔여 충전 레벨이 전압 레벨에서 감지될 때 잔여 충전 레벨 풀 디스플레이에 전압을 
설정합니다.
[13.0V] - [17.0V]  (0.1  V step)

 • 초기 설정 : [15.5V]

[NEAR END Volt] 배터리 잔여 충전 레벨이 전압 레벨에서 감지될 때 잔여 충전 레벨 near end 전압을 
설정합니다.
[11.0V] - [15.0V]  (0.1  V step)

 • 최대 전압은 [FULL Volt]에서 설정된 값입니다.(하지만, 최대는 [15.0V]입니다.)

 • 초기 설정 : [13.2V]

[END Volt] 배터리 잔여 충전 레벨이 전압 레벨에서 감지될 때 잔여 충전 레벨 end 전압을
설정합니다.
[11.0V] - [15.0V]  (0.1 V 단위) 

 • 최대값은 [NEAR END Volt]에서 설정된 값입니다.

 • 초기 설정 : [12.5V]

[NEAR END Info] 잔여 충전 레벨 정보가 배터리에서 입수되었을 때 잔여 충전 레벨 near end의 퍼센트 값을
설정합니다.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 초기 설정 : [5%]

[END Info] 잔여 충전 레벨 정보가 배터리에서 입수되었을 때 잔여 충전 레벨 end의 퍼센트 값을
설정합니다.
[1%] - [10%]  (1% 단위)

 • 최대값은 [NEAR END Info]에서 설정된 값입니다.(하지만, 최대는 [10%]입니다.)

 • 초기 설정 : [1%]

[EXT DC FULL] 외부 파워 서플라이가 <DC IN>에서 입력되면 잔여 충전 레벨 풀 디스플레이에 디스플레이되는 전압을
설정합니다.
[13.0V] - [17.0V]  (0.1  V 단위)

 • 초기 설정 : [15.5V]

[EXT DC NEAR END] 외부 파워 서플라이가 <DC IN>에서 입력되면 잔여 충전 레벨 near end 전압을
설정합니다.
[11.0V] - [15.0V]  (0.1  V 단위)

 • 최대 값은 [EXT DC FULL]에서 설정된 값입니다.(하지만, 최대는 [15.0V]입니다.)

 • 초기 설정 : [13.2V]

[EXT DC END] 외부 파워 서플라이가 <DC IN>에서 입력되면 잔여 충전 레벨 end 전압을 설정합니다.
[11.0V] - [15.0V]  (0.1  V step)

 • 최대값은 [EXT DC NEAR END]에서 설정된 값입니다.

 • 초기 설정 : [12.5V]

[END ALARM] 배터리 잔여 충전 레벨 end에서 알람 사운드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CLOCK] [CLOCK SETTING] 내장 카렌다(연/월/일)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YEAR]: [2014] - [2037]
[MONTH]: [JAN]…[DEC] ([1]…[12])
[DAY]: [1] - [31] ([28], [29], [30])
[HOUR]: [0] - [23]
[MINUTE]: [0] - [59]

[TIME ZONE] 시간 대역을 설정합니다. 시간을 설정한 후, 시간 대역 설정을 변경할 때, 디스플레이되고 등록된 시간은 
시차가 있는시간으로 전환됩니다.
[−12:00] - [+13:00]
(30-분 간격, [+12:30]은 없고 [+12:45]은 있음)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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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설정의 설명

[DATE FORMAT] 연/월/일의 디스플레이 순서를 설정합니다.
클립 속성에 디스플레이되는 레코딩 날짜에도 적용됩니다.

[Y-M -D]/[M-D -Y]/[D -M -Y]
 • 초기 설정 : [Y-M-D]

[INITIALIZE] [LOAD FACTORY DATA] 메뉴 값을 초기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YES], [NO]

[CAMERA SETTINGS]

은 확장 메뉴입니다. [MENU] → [CAMERA SETTINGS] → [Enhanced] → [Enhanced SW]를 [ON]으로 설정하여 확장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Enhanced] [Enhanced SW] [Enhanced]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 [Enhanced] 기능이 가능하고 [Enhanced] 기능과 관련된 메뉴를 보여줍니다.
[OFF] : [Enhanced] 기능이 불가능하고 [Enhanced] 기능과 관련된 메뉴를 숨깁니다.

 • 초기 설정 : [OFF]

[FPS] [VFR SW] 가변 프레임 레이트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 가변 프레임 레이트 기능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는 [PRESET VALUE]/[VARIABLE VALUE]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는 레코드할 수 없습니다.
[OFF] : 가변 프레임 레이트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FPS MODE] 프레임 레이트 설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PRESET] : 프리셋 프레임 레이트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합니다.(최대 12)
등록은 콘트롤 패널에서 합니다.
[VARIABLE] : 모든 이용 가능한 프레임 레이트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PRESET]

[PRESET VALUE] 콘트롤 패널에서 설정된 최대 12개의 값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24fps]

[VARIABLE VALUE] 모든 이용 가능한 프레임 레이트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값은 [SYSTEM MODE]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초기 설정 : [24fps]

[WHITE] [AWB]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합니다.
[EXECUTE], [CANCEL]

 • 초기 설정 : [CANCEL]

[MODE]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PRESET] : 프리셋 색온도에서 색온도를 선택합니다. 
등록은 콘트롤 패널에서 합니다.
[TEMP SHIFT] : 

 • 초기 설정 : [PRESET]

[PRESET VALUE] 콘트롤 패널에서 설정된 최대 12개의 값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초기 설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프리셋 값은 [3200K+0GMg], [4300K+0GMg], [5600(5500)K+0GMg], 
[6300K+0GMg]입니다.

 • 초기 설정 : [3200K+0GMg]

[TEMP SHIFT]
[2300K]…[15000K]

 • 초기 설정 : [3200K]

[GMg] 녹색과 마젠타 사이의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 : 녹색쪽으로 조정합니다.
− : 마젠타쪽으로 조정합니다.
[−10]…[10]

 • 초기 설정 : [0]

[R GAIN] Rch gain을 조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B GAIN] Bch gain을 조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AWB OFFSET]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할 때 Rch gain과 Bch gain 값을 설정합니다.
[ON] :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한 후 [R GAIN]과 [B GAIN]의 값을 유지하고 추가합니다.
[OFF] :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한 후 [R GAIN]과 [B GAIN]의 값을 리셋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SHOCKLESS WHITE] 프리셋 값을 전환할 때 전환 시간을 설정합니다.
[OFF] : 값이 즉시 전화됩니다.
[1] : 약 1초 후에 전환됩니다.
[2] : 약 2초 후에 전환됩니다.
[3] : 

 • 초기 설정 : [OFF]

[BLACK] [ABB] 자동 블랙 밸런스를 실행합니다. 자동 블랙 밸런스를 실행할 때, 렌즈 캡을 씌워 이미지 센서에 빛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EXECUTE], [CANCEL]

 • 초기 설정 : [CANCEL]

[M.PED] 마스터 페데스털 레벨을 설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카메라 비디오의 미세 퀄리티 조정과 카메라 작동을 설정합니다.

모든 구성 가능한 색온도에서 색온도를 선택합니다.

모든 구성 가능한 색온도에서 색온도를 선택합니다.

약 5초 후에 전환됩니다.



 93 

아이템 설정의 설명

[R PED] Rch 페데스털 레벨을 조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G PED] Gch 페데스털 레벨을 조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B PED] Bch 페데스털 레벨을 조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ABB OFFSET] 자동 블랙 밸런스를 조정한 후 Rch, Gch, Bch 페데스털을 설정합니다.
[ON] : 자동 블랙 밸런스를 실행한 후 [R PED], [G PED], [B PED]의 값을 유지하고 
추가합니다.
[OFF] : 자동 블랙 밸런스를 실행한 후 [R PED], [G PED], [B PED]의 값을 리셋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FLARE] [SW]
[ON], [OFF]

 • 초기 설정 : [OFF]

[R FLARE]
[−100]…[100]

 • 초기 설정 : [0]

[G FLARE]
[−100]…[100]

 • 초기 설정 : [0]

[B FLARE]
[−100]…[100]

 • 초기 설정 : [0]

[EI] [MODE] EXPOSURE INDEX 콘트롤 유닛을 전환합니다.
[ISO], [dB]

 • 초기 설정 : [ISO]

[SETTING(ISO)] [ISO]가 선택될 때 값을 설정합니다.
[2500], [3200], [4000], [5000], [6400], [8000], [10000], [12800]

 • 초기 설정 : [2500]

[SETTING(GAIN)] [dB]가 선택될 때 값을 설정합니다.
[0dB], [3dB], [6dB], [9dB], [12dB], [15dB], [18dB], [21dB], [24dB]

 • 초기 설정 : [0dB]

[GAIN OFFSET SW]
[ON], [OFF]

 • 초기 설정 : [OFF]

[OFFSET LEVEL]
[0.0dB] - [3.0dB] (0.1 dB step)

 • 초기 설정 : [0dB]

[SHUTTER] [SW] 셔터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DISPLAY MODE] 셔터 디스플레이 유닛을 설정합니다.
[sec] : 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합니다.
[deg] : 셔터 오픈 앵글에서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deg]

[MODE] 셔터 콘트롤 모드를 전환합니다.
[PRESET] : 메모리 내부의 12개 모드에서 모드를 선택합니다.
[SYNCHRO] : 작동 가능한 범위에서 모드를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PRESET]

[SYNCHRO deg] 앵클 콘트롤의 값([deg])을 설정합니다.
[1.0] - [360.0]

 • 초기 설정 : [180.0]

[SYNCHRO sec] 시간 콘트롤의 값([sec])을 설정합니다. 가장 낮은 값은 프레임 레이트([FPS]) 값에 따라 변합니다.
[1/60] - [1/250]

 • 초기 설정 : [1/48]

[PRESET VALUE deg] 콘트롤 패널에서 설정된 최대 12개 값에서 앵글 콘트롤([deg]) 값을 선택합니다.
초기 설정에서 선택 가능한 프리셋 값은 [11.5], [22.5], [45.0], [90.0], [120.0], [144.0], 
[172.8], [180.0], [270.0], [360.0]입니다.

 • 초기 설정 : [180.0]

[PRESET VALUE sec] 콘트로 패널에서 설정된 최대 12개의 값에서 시간 콘트롤([sec]) 값을 선택합니다.
초기 설정에서 선택 가능한 프리셋 값은 [1/60],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입니다.

 • 초기 설정 : [1/60]

[TEST SIG] [TEST SIG SEL] 테스트 시그널 출력을 설정합니다.
[OFF] : 테스트 시그널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BARS] : [COLOR BARS TYPE]에서 설정된 컬러 바를 출력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COLOR BARS TYPE] 사용되는 컬러 바를 설정합니다.
[SMPTE] : SMPTE 표준에서 컬러 바를 사용합니다.
[FULL] : 풀 컬러 바를 사용합니다.

 • 초기 설정 : [FULL]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플레어 정정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합니다.

Rch 플레어 레벨을 조정합니다.

Gch 플레어 레벨을 조정합니다.

Bch 플레어 레벨을 조정합니다.

[dB]가 선택되었을 때 콘트롤의 미세 조정의 실행 여부를 설정합니다.

미세 조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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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STEP GAMMA] 마스터 감마를 설정합니다.
[0.35] - [0.90] (0.01 step)

 • 초기 설정 : [0.45]

[INITIAL GAMMA]
[x4.0], [x4.5], [x5.0], [x5.5]

 • 초기 설정 : [x4.5]

[BLACK GAMMA] 어두운 영역의 감마 커브를 설정합니다.
[−8]…[−1] : 어두운 영역을 압축합니다.
[OFF] : 표준 상태
[1]…[8]:  어두운 영역을 확장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BLACK GAMMA 
RANGE]

압축/확장의 최대 레벨을 설정합니다.
[10%], [20%], [30%]

 • 초기 설정 : [10%]

[KNEE] [KNEE SW] Knee 작동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KNEE MODE] Knee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D RANGE] : [KNEE SLOPE] 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이내믹 레인지를 결정합니다. 나타나는 다이내믹
레인지는 [KNEE POINT] 값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PRESS] : [KNEE SLOPE] 값을 통해 시그널 압축 레이트를 결정합니다. 나타나는 다이내믹 레인지는 
[KNEE POINT] 값이 변경되면 변합니다.

 • 초기 설정 : [D RANGE]

[KNEE POINT] 0.5% 단위로 Knee 포인트 위치를 설정합니다.
[75%]…[109%]

 • 초기 설정 : [100%]

[KNEE SLOPE]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0]…[100]

 • 초기 설정 : [85]

[F-REC DYNAMIC LVL]
[200%], [300%], [400%], [500%], [600%]

 • 초기 설정 : [600%]

[F-REC BLACK STR 
LVL] [0%] - [30%]

 • 초기 설정 : [0%]

[DRS SW]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처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DRS TYPE]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처 기능 모드를 전환합니다.
[NORMAL] : 효과가 전체 이미지에 적용됩니다.
[SKIN HOLD] : 스킨 컬러 영역에서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처 효과를 약하게 합니다.

 • 초기 설정 :[NORMAL]

[DRS EFFECT DEPTH]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처 기능 효과를 설정합니다.

[1] - [5]
 • 초기 설정 : [1]

[WHITE CLIP] [SW] 화이트 클립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LEVEL] 화이트 클립 기능 레벨을 설정합니다.
[90%] - [109%]

 • 초기 설정 : [109%]

[DETAIL] [SW] 디테일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H.DTL LEVEL] 수평 디테일 정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63]

 • 초기 설정 : [12]

[H.DTL FREQ] 수평 디테일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0] - [31]

 • 초기 설정 : [18]

[DTL SOURCE] 디테일을 생성하는 RGB 시그널의 조합을 설정합니다.
[(R+G)/2], [(2G+R+B)/4], [(3G+R)/4], [R], [G]

 • 초기 설정 : [(R +G)/2] 

[V.DTL LEVEL] 수직 디테일 정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63]

 • 초기 설정 : [8]

[V.DTL FREQ] 수직 디테일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0] - [31]

 • 초기 설정 : [12]

[CORING] 디테일 시그널에 대한 코어링 양을 설정합니다.
[0] - [60]

 • 초기 설정 : [1]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감마 시작 계수를 설정합니다. 

필름 레코딩 감마에 대한 다이내믹 레벨을 설정합니다.

필름 레코딩 감마에 대한 블랙 스트레치 레벨을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 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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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 전방 방향 디테일 시그널에 대한 gain의 양을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GAIN( −)] 후방 방향 디테일 시그널에 대한 gain의 양을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CLIP] 디테일 시그널이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 수록, 클립의 양이 높고 디테일 시그널이 더 적어집니다.
[0] - [63]

 • 초기 설정 : [0]

[MASTER LEVEL] 디테일 시그널에 대한 효과 레벨을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LDP SW] 레벨 의존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LDP LEVEL] 레벨 의존 기능 레벨을 설정합니다. 값이 높을 수록, 레벨 의존 효과의 밝기 레벨이 
높아집니다.
[1] - [5]

 • 초기 설정 : [1]

[DARK DTL SW] 다크 디테일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DARK DTL LEVEL] 다크 디테일 기능 레벨이 가능/불가능합니다.
[1] - [5]

 • 초기 설정 : [2]

[DARK DTL POINT] 다크 디테일 기능이 시작하는 레벨을 설정합니다.
[1] - [5]

 • 초기 설정 : [1]

[DARK DTL 
POINT(END)]

다크 디테일 기능이 작동하는 최대 레벨을 설정합니다.
[1] - [5]

 • 초기 설정 : [2] 

[MATRIX] [SW] 매트릭스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R-G)_N]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R-G)_P]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R-B)_N]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R-B)_P]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G-R)_N]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G-R)_P]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G-B)_N]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G-B)_P]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B-R)_N]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B-R)_P]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B-G)_N]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B-G)_P] 리니어 매트릭스를 조정합니다.
[−127]…[127]

 • 초기 설정 : [0]

[COLOR CORRECTION] [SW] 컬러 정정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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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SAT)] 적색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R (PHASE)] 적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R-Mg (SAT)] 적색과 마젠타 사이의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R-Mg (PHASE)] 적색과 마젠타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 (SAT)] 마젠타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 (PHASE)] 마젠타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B (SAT)] 마젠타와 청색 사이의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B (PHASE)] 마젠타와 청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 (SAT)] 청색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 (PHASE)] 청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Cy (SAT)] 청색과 시안 사이의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Cy (PHASE)] 청색과 시안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 (SAT)] 시안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 (PHASE)] 시안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G (SAT)] 시안과 녹색 사이의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G (PHASE)] 시안과 녹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 (SAT)] 녹색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 (PHASE)] 녹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Yl (SAT)] 녹색과 황색 사이의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Yl (PHASE)] 녹색과 황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 (SAT)] 황색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 (PHASE)] 황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R (SAT)] 황색과 적색 사이의 컬러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R (PHASE)] 황색과 적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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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CORRECTION] [SKIN AREA SW]
[ON], [OFF]

 • 초기 설정 : [OFF]

[SKIN AREA HUE]
[−63]…[63]

 • 초기 설정 : [0]

[SKIN AREA TONE]
[−63]…[63]

 • 초기 설정 : [0]

[EXT.FUNC] [HI -COLOR SW] 높은 컬러 기능(높은 밝기 도중에 컬러를 남기는)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HI -COLOR LVL] 높은 밝기 도중 남겨진 컬러의 정도를 조정합니다.
[1] - [32]

 • 초기 설정 : [32]

[PIXEL DETECT] 자동 화이트 결점 보상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EXE], [CANCEL]

 • 초기 설정 : [CANCEL]

[FOCUS DISP] 포커스 거리를 디스플레이하는 유닛을 설정합니다.
[Meter], [Feet]

 • 초기 설정 : [Feet]

[LENS SETTING] [A.IRIS TYPE] 렌즈 볼륨에 대한 속도 콘트롤 설정과 메뉴에서 설정된 값의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LENS], [CAM]

 • 초기 설정 : [LENS]

[A.IRIS LEVEL EFFECT] 자동 조리개 작동 도중 타깃 값을 설정합니다.
[0] - [100]

 • 초기 설정 : [30]

[A.IRIS SPEED] [A.IRIS TYPE]이 [CAM]으로 설정되면 속도를 설정합니다.
[1] - [20]

 • 초기 설정 : [10]

[A.IRIS WINDOW] 자동 조리개 감지창을 선택합니다.
[NORMAL1] :  스크린 가운데 근처인 창
[NORMAL2] :  스크린 하단 근처인 창
[CENTER] :  스크린 가운데에 스팟 창

 • 초기 설정 : [NORMAL1]

[A.IRIS PEAK/AVE] 자동 조리개 표준에 대한 피크에 포함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0] - [100]

 • 초기 설정 : [30]

[WHITE SHADING] [WHITE SHADING SW] 화이트 셰이딩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WHITE SHADING 
CHANNEL SEL]

화이트 셰이딩을 정정하는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R], [G], [B]

 • 초기 설정 : [R]

[H.SAW] 톱니 파형을 이용하여 수평 방향에서 조정합니다.
[−255]…[255]

 • 초기 설정 : [0]

[H.PARA] 반원 파형을 이용하여 수평 방향에서 조정합니다.
[−255]…[255]

 • 초기 설정 : [0]

[V.SAW] 톱니 파형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에서 조정합니다.
[−255]…[255]

 • 초기 설정 : [0]

[V.PARA] 반원 파형을 이용하여 수직 방향에서 조정합니다.
[−255]…[255]

 • 초기 설정 : [0]

[REC SETTINGS]

카메라의 레코딩 기능의 다양한 설정 아이템

아이템 설정의 설명

[FILE SPLIT]
설정합니다.

 • [MENU] → [SYSTEM SETTINGS] → [SYSTEM MODE] → [MAIN CODEC]/[SUB CODEC]에서 OP-1b 포맷
코덱이 선택되었을 때

 • 레코딩 크기가 4 GB를 초과할 때  
[ONE FILE] :
[SPLIT] :  각각 4 GB 클립으로 분할합니다. 

하나의 파일로 레코드합니다.

 • 초기 설정 : [SPLIT]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톤에서 미세 조정을 합니다.

색조에서 미세 조정을 합니다.

near 스킨 톤 컬러의 미세 조정을 하는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아래의 두 조건이 일치할 때, 4 GB 단위로 레코딩 파일을 분할하거나 하나의 파일로 유지할지 

[MAIN CODEC]이 OP-Atom 포맷에 있을 때, [SUB CODEC]은 [SPLIT]으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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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SET TC] 레코드할 시간 코드의 디폴트 값을 설정합니다.
시 : [00] - [23]
분 : [00] - [59]
초 : [00] - [59]
프레임 : [00] - [23] (for [48p], [24p], [23.98p]), [00] - [23] (for [50i], [50p], [25p]), [00] - [29] (for [59.94i], 
[59.94p], [29.97p])

 • 초기 설정 : [00] (다양한 아이템)

[SET UB] 사용자 비트를 설정합니다. [USER]가 [UB MODE]에서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00]에서 [FF]까지 각 자리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 : [00]

[TC/UB/Dur.]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를 사용자 비트와 길이 카운터 디스플레이로 전환합니다.
[TC], [UB], [Dur.]

 • 초기 설정 : [TC]

[FREE/REC RUN] 내장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를 진행하는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FREE RUN] :  작동 모드와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REC RUN] :  레코딩이 프로세스 중일 때 진행합니다.

 • 초기 설정 : [FREE RUN]

[DF/NDF] 카메라의 내장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에 대한 카운트 방법을 설정합니다.
[DF] : 드롭 프레임 모드를 사용합니다.
[NDF] : 논드롭 프레임 모드를 사용합니다.

 • 초기 설정 : [DF]

[59.94i], [59.94p], [29.97p]가 [MENU] → [SYSTEM SETTINGS] → [SYSTEM MODE] → [FREQUENCY]에서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UB MODE] 사용자 비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FRAME RATE] : 카메라 이미지 정보(프레임 레이트와 같은)를 선택합니다.
[USER] : 설정된 사용자 비트 값을 선택합니다.
[EXT INPUT] : <TC IN/OUT> 터미널에 현재 입력된 사용자 비트 값을 레코드합니다.
[TIME] : 현지 시간(hh, mm, ss)을 선택합니다.
[DATE] : 현지 날짜와 시간(YY, MM, DD, hh)을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FRAME RATE]

[TC IN/OUT SEL] <TC IN/OUT> 터미널의 입력/출력을 설정합니다.
[TC IN], [TC OUT]

 • 초기 설정 : [TC OUT]

[TC OUT] <TC IN/OUT> 터미널로 출력되는 시간 코드를 선택합니다.
[TCG], [TCG/TCR]

 • 초기 설정 : [TCG]

[TC OUT REF] <TC IN/OUT>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시간 코드의 출력 지연을 설정합니다.
[RECORDING], [SDI OUT]

 • 초기 설정 : [RECORDING]

[REC METADATA] [LOAD]

[RECORD] 레코딩시 로드된 메타 데이터의 추가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 메타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OFF] : 메타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USER CLIP NAME] [USER CLIP NAME]으로 레코드되는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RECORD]가 [ON]일 때)
[TYPE1] :  로드된 데이터의 설정값을 기록합니다.
[TYPE2] : 로드된 데이터와 카운터 값을 레코드합니다.
 ([RECORD]가 [OFF]일 때)
[TYPE1] :  [GLOBAL CLIP ID]와 동일한 값을 레코드합니다.
[TYPE2] : [CLIP NAME]과 동일한 값을 레코드합니다.

 • 초기 설정 : [TYPE1]

[PROPERTY]

[COUNTER RESET] [USER CLIP NAME]이 [TYPE2]으로 설정되면 카운터 값을 리셋합니다.

[VF SDI SETTINGS]

아이템 설정의 설명

[MARKER] [SW] <VF> 터미널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에 마커의 디스플레이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CENTER MARKER] 센터 마커를 전환합니다.
[1] : + (large)
[2] : Open center (large)
[3] : + (small)
[4] :  Open center (small)
[OFF] :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1]

[SAFETY MARKER] 세이프티 존 마커에 대한 프레임 타입을 선택합니다.
[1] : 박스
[2] : 코너
[OFF] :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메타 데이터 업로드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된 메타 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이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뷰 파인더와 <VF SDI> 터미널에서 출력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콘텐트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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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REA] 세이프티 존 마커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80] - [100%]

 • 초기 설정 : [90%]

[FRAME MARK] 프레임 마커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FRAME SIG] 프레임 마커 화면 비율을 설정합니다.
[1.33:1], [1.44:1], [1.56:1], [1.78:1], [1.85:1], [2.35:1]

 • 초기 설정 : [2.35:1]

[FRAME LEVEL] 프레임 마커의 외부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100%] (10% 단위)

 • 초기 설정 : [100%]

[MARKER & CHAR LVL] 마커와 글자 밝기를 설정합니다.
[50%], [60%], [70%]

 • 초기 설정 : [50%]

[USER BOX] 사용자 박스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할지/숨길지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USER BOX WIDTH] 사용자 박스의 폭을 설정합니다.
[1]…[100]

 • 초기 설정 : [13]

[USER BOX HEIGHT] 사용자 박스의 높이를 설정합니다.
[1]…[100]

 • 초기 설정 : [13]

[USER BOX H POS] 사용자 박스의 센터의 수평 위치를 설정합니다.
[−50]…[50]

 • 초기 설정 : [0]

[USER BOX V POS] 사용자 박스의 센터의 수직 위치를 설정합니다.
[−50]…[50]

 • 초기 설정 : [0]

[ZEBRA] [ZEBRA MASTER SW] <VF> 터미널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에 제브라 시그널의 이중 인화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ZEBRA2 SW] 제브라 패턴 2가 가능/불가능하고 [SPOT]을 선택합니다.
[ON], [SPOT], [OFF]

 • 초기 설정 : [OFF]

[ZEBRA1 DETECT] 제브라 패턴 1의 감지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109%]

 • 초기 설정 : [80%]

[ZEBRA2 DETECT] 제브라 패턴 2의 감지 레벨을 설정합니다.
[0%] - [109%]

 • 초기 설정 : [100%]

[INDICATOR] [MASTER SW] <VF> 터미널과 <VF SDI> 터미널에서의 출력에 [INDICATOR]로 설정되는 아이템의 디스플레이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 아이템은 개별적으로 디스플레이/숨겨집니다.
[OFF] : 모두 숨깁니다.

 • 초기 설정 : [ON]

[SYSTEM PIXEL] 시스템 픽셀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YSTEM FREQ] 시스템 주파수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REC FORMAT] 레코딩 포맷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PS] [FPS]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HUTTER] 셔터 스피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EI] EXPOSURE INDEX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WHITE] 색온도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IRIS] 조리개 값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Chapter 10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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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포커스 거리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ZOOM] 줌 값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ILTER]
[ON], [OFF]

 • 초기 설정 : [ON]

[EXTENDER] 익스텐더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Y GET] Y GET의 밝기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TC] 시간 코드, 사용자 비트, 길이 카운터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TCG/TCR], [TCG], [OFF]

 • 초기 설정 : [TCG/TCR]

[P2 CARD REMAIN] P2 카드의 잔여 레코딩 여유 공간의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BATTERY REMAIN] 예상 잔여 배터리 충전 레벨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PROXY] 프록시 정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GPS] GPS 시그널 수신 상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REC TALLY] 레코딩 상태 디스플레이 방법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RED] : 적색 tally 램프가 켜집니다.
[GREEN] : 녹색 tally 램프가 켜집니다.
[CHAR] : 

 • 초기 설정 : [RED]

[ASSIST] [EXPAND SW] 확대 디스플레이 기능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ADVANCED ASSIST 
SW]

고급 지원 기능(피킹과 포커스 스퀘어)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PEAKING SW] 피킹 기능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FOCUS SQUARES SW] 포커스 스퀘어 기능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EXPAND POS] 확대된 디스플레이에서 소스 시그널 위치를 조정합니다.
[0]…[8]

 • 초기 설정 : [4]

[EXPAND VALUE] 확대 팩터를 조정합니다.
[x2], [x3], [x4]

 • 초기 설정 : [x2]

[EXPAND MODE] 확대 디스플레이 기능 모드를 설정합니다.
[10SEC], [HOLD], [UNTIL REC]

 • 초기 설정 : [10SEC]

[PEAKING] 피킹 기능 모드를 설정합니다.
[LOW], [MID], [HIGH]

 • 초기 설정 : [LOW]

[COLOR] 피킹 기능 컬러를 설정합니다.
[RED], [GREEN], [WHITE]

 • 초기 설정 : [RED]

[MONO SW] [ADVANCED ASSIST SW]가 [ON]으로 설정되면 흑백 디스플레이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FOCUS BAR SW]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VF SDI DISPLAY] [VF SDI 1080p to 1080i] <VF SDI> 터미널에서 1080i 시그널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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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컬 필터 투명도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REC]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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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 MODE]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WFM] 파형 모니터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OFF]
 • 초기 설정 : [OFF]

[PERIPHERAL]

네트워크와 GPS 디바이스와 같은 주변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되는 기능과 관련된 설정을 적용합니다. 
네트워크 기능은 향후 버젼에 지원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GPS] 
[ON] : GPS 작동을 활성화합니다. <SDI OUT> 터미널로 시그널과 같은 위치 정보를 출력하고 클립 메타 데이터로
레코드합니다.
[OFF] : GPS 작동을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위치 정보를 출력하고 레코드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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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드 모드(24P와 하프 셔터 기능이 작동할 때 뷰 파인더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가

내부 GPS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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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작동

 ■ 작동

 • UI : 콘트롤 패널을 이용하여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SW : 스위치와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 √ : 작동용 아이템

 • — : 비작동 아이템

[SYSTEM SETTINGS]

아이템
작동

UI SW VF

[SYSTEM MODE] [FREQUENCY] √ — —

[PIXEL] √ — —

[MAIN CODEC] √ — —

[SUB CODEC] √ — —

[COLOR SETTING] [MAIN] √ — —

[GRADING] √ — —

[SUB] √ — —

[3D LUT] √ — —

[CDL] √ — —

[MON 1] √ √ —

[MON 2] √ √ —

[EVF] √ √ —

[AUDIO INPUT] [AES/EBU IN] — — —

[FRONT MIC POWER] — — —

[FRONT MIC LEVEL] — — —

[REAR IN1 MIC POWER] — — —

[REAR IN2 MIC POWER] — — —

[REAR IN1 MIC LEVEL] — — —

[REAR IN2 MIC LEVEL] — — —

[REAR IN LINE LEVEL] — — —

[FRONT1 MIC LOWCUT] — — —

[FRONT2 MIC LOWCUT] — — —

[REAR1 MIC LOWCUT] — — —

[REAR2 MIC LOWCUT] — — —

[CH IN SEL] √ — —

[TEST TONE] — — —

[AUDIO LEVEL] [FRONT1 LEVEL] √ — —

[FRONT2 LEVEL] √ — —

[REAR1 LEVEL] √ — —

[REAR2 LEVEL] √ — —

[FRONT1 VR] √ — —

[FRONT2 VR] √ — —

[REAR1 VR] √ — —

[REAR2 VR] √ — —

[FRONT1 LIMITER] — — —

[FRONT2 LIMITER] — — —

[REAR1 LIMITER] — — —

[REAR2 LIMITER] — — —

[HEADROOM] — — —

[AUDIO OUTPUT] [MONITOR SEL1] √ — —

[MONITOR SEL2] √ — —

[MONITOR DELAY] — — —

[MONITOR VR] √ — —

[ALARM] √ — —

[CONTROL DISPLAY] [BRIGHTNESS] — — —

[COLOR LEVEL] — — —

[CONTRAST] — — —

[BACK LIGHT] √ — —

[BUTTON LED] — — —

VF : 뷰 파인더와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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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작동

UI SW VF

[STATUS] — — —

[SDI OUT] [P to PsF] — — —

[3G-SDI OUT] — — —

[SDI REC REMOTE] — — —

[MON OUT] [1080p to 1080i] — — —

[3G-SDI OUT] — — —

[MON OUT2 SIGNAL SEL] — — —

[MON OUT1 STATUS] — — —

[MON OUT2 STATUS] — — —

[MENU DISP] — — —

[MON OUT INDICATOR] [SYSTEM PIXEL] — — —

[SYSTEM FREQ] — — —

[REC FORMAT] — — —

[FPS] — — —

[SHUTTER] — — —

[EI] — — —

[WHITE] — — —

[IRIS] — — —

[FOCUS] — — —

[ZOOM] — — —

[FILTER] — — —

[EXTENDER] — — —

[Y GET] — — —

[TC] — — —

[P2 CARD REMAIN] — — —

[BATTERY REMAIN] — — —

[PROXY] — — —

[GPS] — — —

[MON OUT MARKER] [MON OUT1 SW] — — —

[MON OUT2 SW] — — —

[LCD SW] — — —

[CENTER MARKER] — — —

[SAFETY MARKER] — — —

[SAFETY AREA] — — —

[FRAME MARK] — — —

[FRAME SIG] — — —

[FRAME LEVEL] — — —

[MARKER & CHAR LVL] — — —

[USER BOX] — — —

[USER BOX WIDTH] — — —

[USER BOX HEIGHT] — — —

[USER BOX H POS] — — —

[USER BOX V POS] — — —

[GENLOCK] [GENLOCK MODE] — — —

[H PHASE COARSE] — — —

[H PHASE FINE] — — —

[INFORMATION] [OPERATION TIME] √ — —

[VERSION] √ — —

[UPDATE] √ — —

[ONLINE SUPPORT] √ — —

[TRACE LOG] √ — —

[SENSOR TEMP] √ — —

[FAN] — — —

[CARDS/MEDIA] [CPS PASSWORD] √ — —

[FORMAT CARD] √ — —

[MEDIA END ALARM] — — —

[USER SWITCHS] [USER1] — √ —

[USER2] — √ —

[USER3] — √ —

[USER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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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작동

UI SW VF

[USER5] — √ —

[USER6] — √ —

[USER7] — √ —

[USER8] — √ —

[USER9] — √ —

[USER10] — √ —

[BATTERY] [BATTERY SELECT] — — —

[EXT DC IN SELECT] — — —

[FULL Volt] — — —

[NEAR END Volt] — — —

[END Volt] — — —

[NEAR END Info] — — —

[END Info] — — —

[EXT DC FULL] — — —

[EXT DC NEAR END] — — —

[EXT DC END] — — —

[END ALARM] — — —

[CLOCK] [CLOCK SETTING] — — —

[TIME ZONE] — — —

[DATE FORMAT] — — —

[INITIALIZE] [LOAD FACTORY DATA] — — —

[CAMERA SETTINGS]

아이템
작동

UI SW VF

[Enhanced] [Enhanced SW] — — —

[FPS] [VFR SW] √ — —

[FPS MODE] √ — —

[PRESET VALUE] √ — √

[VARIABLE VALUE] √ √ √

[WHITE] [AWB] √ — —

[MODE] √ — —

[PRESET VALUE] √ √ √

[TEMP SHIFT] √ √ √

[GMg] √ — —

[R GAIN] — — —

[B GAIN] — — —

[AWB OFFSET] — — —

[SHOCKLESS WHITE] — — —

[BLACK] [ABB] — — —

[M.PED] — — —

[R PED] — — —

[G PED] — — —

[B PED] — — —

[ABB OFFSET] — — —

[FLARE] [SW] — — —

[R FLARE] — — —

[G FLARE] — — —

[B FLARE] — — —

[EI] [MODE] √ — —

[SETTING(ISO)] √ √ √

[SETTING(GAIN)] √ √ √

[GAIN OFFSET SW] — — —

[OFFSET LEVEL] — — —

[SHUTTER] [SW] √ — —

[DISPLAY MODE] √ — —

[MODE] √ — —

[SYNCHRO deg] √ √ √

[SYNCHRO se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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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작동

UI SW VF

[PRESET VALUE deg] √ √ √

[PRESET VALUE sec] √ √ √

[TEST SIG] [TEST SIG SEL] — — —

[COLOR BARS TYPE] — — —

[GAMMA] [STEP GAMMA] — — —

[INITIAL GAMMA] — — —

[BLACK GAMMA] — — —

[BLACK GAMMA RANGE] — — —

[KNEE] [KNEE SW] — — —

[KNEE MODE] — — —

[KNEE POINT] — — —

[KNEE SLOPE] — — —

[F-REC DYNAMIC LVL] — — —

[F-REC BLACK STR LVL] — — —

[DRS SW] — — —

[DRS TYPE] — — —

[DRS EFFECT DEPTH] — — —

[WHITE CLIP] [SW] — — —

[LEVEL] — — —

[DETAIL] [SW] — — —

[H.DTL LEVEL] — — —

[H.DTL FREQ] — — —

[DTL SOURCE] — — —

[V.DTL LEVEL] — — —

[V.DTL FREQ] — — —

[CORING] — — —

[GAIN( +)] — — —

[GAIN( − )] — — —

[CLIP] — — —

[MASTER LEVEL] — — —

[LDP SW] — — —

[LDP LEVEL] — — —

[DARK DTL SW] — — —

[DARK DTL LEVEL] — — —

[DARK DTL POINT] — — —

[DARK DTL POINT(END)] — — —

[MATRIX] [SW] — — —

[(R-G)_N] — — —

[(R-G)_P] — — —

[(R-B)_N] — — —

[(R-B)_P] — — —

[(G-R)_N] — — —

[(G-R)_P] — — —

[(G-B)_N] — — —

[(G-B)_P] — — —

[(B-R)_N] — — —

[(B-R)_P] — — —

[(B-G)_N] — — —

[(B-G)_P] — — —

[COLOR CORRECTION] [SW] — — —

[R (SAT)] — — —

[R (PHASE)] — — —

[R-Mg (SAT)] — — —

[R-Mg (PHASE)] — — —

[Mg (SAT)] — — —

[Mg (PHASE)] — — —

[Mg-B (SAT)] — — —

[Mg-B (PHASE)] — — —

[B (SAT)] — — —

[B (PHA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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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작동

UI SW VF

[B-Cy (SAT)] — — —

[B-Cy (PHASE)] — — —

[Cy (SAT)] — — —

[Cy (PHASE)] — — —

[Cy-G (SAT)] — — —

[Cy-G (PHASE)] — — —

[G (SAT)] — — —

[G (PHASE)] — — —

[G-Yl (SAT)] — — —

[G-Yl (PHASE)] — — —

[Yl (SAT)] — — —

[Yl (PHASE)] — — —

[Yl-R (SAT)] — — —

[Yl-R (PHASE)] — — —

[SKIN CORRECTION] [SKIN AREA SW] — — —

[SKIN AREA HUE] — — —

[SKIN AREA TONE] — — —

[EXT.FUNC] [HI -COLOR SW] — — —

[HI -COLOR LVL] — — —

[PIXEL DETECT] — — —

[FOCUS DISP] — — —

[LENS SETTING] [A.IRIS TYPE] — — —

[A.IRIS LEVEL EFFECT] — — —

[A.IRIS SPEED] — — —

[A.IRIS WINDOW] — — —

[A.IRIS PEAK/AVE] — — —

[WHITE SHADING] [WHITE SHADING SW] — — —

[WHITE SHADING CHANNEL SEL] — — —

[H.SAW] — — —

[H.PARA] — — —

[V.SAW] — — —

[V.PARA] — — —

[REC SETTINGS]

아이템
작동

UI SW VF

[FILE SPLIT] — — —

[TC] [SET TC] √ — —

[SET UB] √ — —

[TC/UB/Dur.] √ — —

[FREE/REC RUN] √ — —

[DF/NDF] √ — —

[UB MODE] √ — —

[TC IN/OUT SEL] — — —

[TC OUT] — — —

[TC OUT REF] — — —

[REC METADATA] [LOAD] — — —

[RECORD] — — —

[USER CLIP NAME] — — —

[PROPERTY] — — —

[COUNTER RESET] — — —

[VF SDI SETTINGS]

아이템
작동

UI SW VF

[MARKER] [SW] — — √

[CENTER MARKER] — — √

[SAFETY MARK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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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작동

UI SW VF

[SAFETY AREA] — — —

[FRAME MARK] — — √

[FRAME SIG] — — —

[FRAME LEVEL] — — —

[MARKER & CHAR LVL] — — —

[USER BOX] — — √

[USER BOX WIDTH] — — —

[USER BOX HEIGHT] — — —

[USER BOX H POS] — — —

[USER BOX V POS] — — —

[ZEBRA] [ZEBRA MASTER SW] — — √

[ZEBRA2 SW] — — —

[ZEBRA1 DETECT] — — —

[ZEBRA2 DETECT] — — —

[INDICATOR] [MASTER SW] — — —

[SYSTEM PIXEL] — — —

[SYSTEM FREQ] — — —

[REC FORMAT] — — —

[FPS] — — —

[SHUTTER] — — —

[EI] — — —

[WHITE] — — —

[IRIS] — — —

[FOCUS] — — —

[ZOOM] — — —

[FILTER] — — —

[EXTENDER] — — —

[Y GET] — — —

[TC] — — —

[P2 CARD REMAIN] — — —

[BATTERY REMAIN] — — —

[PROXY] — — —

[GPS] — — —

[REC TALLY] — — —

[ASSIST] [EXPAND SW] — √ —

[ADVANCED ASSIST SW] — √ √

[PEAKING SW] — — —

[FOCUS SQUARES SW] — — —

[EXPAND POS] — — —

[EXPAND VALUE] — — —

[EXPAND MODE] — √ —

[PEAKING] — — —

[COLOR] — — —

[MONO SW] — — —

[FOCUS BAR SW] — — —

[VF SDI DISPLAY] [VF SDI 1080p to 1080i] — — —

[SMOOTH MODE] — √ √

[WFM] — √ √

[PERIPHERAL]

아이템
작동

UI SW VF

[GPS] √ — —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의 다양한 부분을 검사합니다. 카메라의 유지 보수 혹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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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촬영 전 검사  

촬영 전 검사
촬영하기 전, 시스템 작동이 정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를 실행합니다. .

1  조립된 모듈과 손잡이가 확실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렌즈와 적절히 충전된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3 메인 슬롯에 expressP2 메모리 카드 혹은 P2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고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

4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5 콘트롤 패널의 상태 디스플레이로 잔여 배터리 레벨을 확인합니다.

잔여 배터리 레벨이 낮으면, 적절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합니다.

6 콘트롤 패널의 상태 디스플레이로 미디어 여유 공간을 확인합니다.

7 <REC> 버튼을 누르고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REC> 버튼이 적색으로 켜집니다. 

 • 콘트롤 패널에서 상태 디스플레이로 시스템 경고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8 <REC>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9 <PLAY> 버튼을 눌러 PLAY 스크린을 전환하고 방금 레코드한 클립을 재생합니다.

메인 슬롯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으로 반짝입니다.

메인 슬롯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으로 켜지고 <REC> 버튼이 적색으로 켜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콘트롤 패널 혹은 뷰 파인더에서 클립 재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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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내장 배터리 충전

카메라는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 내장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카메라를 반년 이상 켜지 않으면, 내장 배터리가 소진되고 <POWER> 스위치가 <ON>으로 켜졌을  때, [BACK UP BAT EMPTY]가 뷰 파인더 스크린에 약 5초간 

이 경우, 내장 배터리의 충전은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혹은 배터리를 연결하고 약 4시간 동안 카메라를 끈 채로 두어야 완료됩니다.
충전이 완료된 후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플레이됩니다.

충전 후에도 <POWER> 스위치가 <ON>으로 켜졌을 때 뷰 파인더 스크린에 [BACK UP BAT EMPTY]가 여전히 디스플레이되면, 내장 배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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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경고 시스템  

경고 시스템
카메라를 켠 직후 혹은 작동 도중 에러가 감지되면, 뷰 파인더와 경고 램프는 에러를 표시합니다.

아래의 표시로 에러를 다룹니다.

에러 코드로 표시된 경우

에러 코드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E-30]
[TURN POWER OFF]
[P2 CARD]

P2 카드가 액세스될 때 배출되어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에
발생한 에러

 •

 • 작동할 수 없습니다.

 • 메시지에 따라 전원을 한번 끄고 다시 전원을
켭니다.

 • 배출된 카드의 클립에는 에러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클립을 복구합니다.

[E-31]
[TURN POWER OFF]
[SYSTEM MODE]

시스템 모드 에러 발생
 •

 • 작동할 수 없습니다.

 • 메시지에 따라 전원을 한번 끄고 다시 전원을 켜고,
에러 디스플레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E-33]
[SYSTEM ERROR]
[CAMERA]

카메라 유닛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5]
[SYSTEM ERROR]
[CODEC]

코덱 콘트롤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6]
[SYSTEM ERROR]
[P2 SYSTEM]

P2 시스템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7]
[SYSTEM ERROR]
[P2CS]

P2CS 마이크로컴퓨터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9]
[SYSTEM ERROR]
[INITIALIZE]

비디오 초기화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64]
[SYSTEM ERROR]
[FRAME SIGNAL]
(혹은 디스플레이 없음)

레퍼런스 시그널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에러 메시지로 표시된 경우

레코딩/재생 도중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AUTH NG CARD] (슬롯 번호)
microP2 메모리 카드의 CPS 인증이 실패했습니다.
CPS 인증에 실패한 microP2 메모리 카드는 레코드하거나
재생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BACKUP BATT EMPTY]
전원을 켰을 때 내부 시계의 백업 배터리에서 감지된 
어떤 감소된 전압이라도 디스플레이합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Charge the built-in battery.

[CARD ERROR] (슬롯 번호)

P2 카드에 의한 에러가 레코딩 도중 발생하면
디스플레이됩니다.
다음 작동까지 레코딩이 정지한 후 디스플레이됩니다.
P2 카드 에러가 재생을 정지시킬 때 재생 도중 3초간
디스플레이됩니다.

 • 레코딩 도중 에러가 발생하면, 경고 램프는 레코딩이

 • 경고 램프는 에러가 재생 도중 발생했을 때 켜지지
않습니다.

 • 작동이 정지합니다.

 • 정지한 후, 에러가 발생한 P2 카드는 쓰기 방지가 됩니다.
에러가 발생한 슬롯의 P2 카드를 교체합니다.

[DIR NG CARD] (슬롯 번호) 디렉토리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즉시 카드 백업을 하고 사용하는 카드를 다시 포맷
합니다.

[FAN STOPPED] 팬 모터가 정지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팬이 에러로 정지하면, 즉시 카메라 사용을 중단하고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 팬이 정지하면, 카메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동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HIGH TEMPERATURE]
카메라 내부 온도가 정상 조건의 온도보다 
올라갑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카메라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켜서 레코딩과 재생 작동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PB INTERMITTENT] (슬롯 번호)
SDHC/SDXC 메모리 카드에서 재생이 중단됩니다.
재생 퍼포먼스가 보장되지 않는 카드가 삽입되었습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microP2 혹은 P2 메모리 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PROXY ERROR] 내부 프록시 모듈에 발생한 에러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전원을 끄고 다시 켜서 레코딩과 재생을 확인합니다.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경고 램프가 초당 4회 반짝입니다.

정지한 후 약 3초간 초당 4회 반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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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PROXY REC WARNING]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에러 발생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카메라를 끄고 다시 켜서 레코딩과 재생을 확인합니다.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고객상담실로
문의합니다.

[REC IMPOSSIBLE] (slot number)
SDHC/SDXC 메로리 카드가 microP2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되었습니다.
SDHC/SDXC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microP2 혹은 P2 메모리 카드로 레코드합니다.

[REC WARNING]
[FRAME SIGNAL]

비디오 혹은 오디오 에러가 레코딩 도중 발생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연속 레코딩 도중 경고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입력 시그널이 중단되면,
중단된 이미지가 레코드되는 동안 레코딩이 계속됩니다.
카메라로 입력되는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 다시 사용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REC WARNING]
[OVER MAX# CLIPS]

하나의 P2 카드에 허용된 최대 클립의 숫자를 초과하는
레코드가 시도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P2 카드를 교체하거나 불필요한 클립을 삭제합니다.

[REC WARNING]
[PULL DOWN]

(레코딩 도중 발생합니다.)
비디오 풀 다운 시퀀스와 시간 코드값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REC WARNING]
[PULL DOWN ERROR]

(레코딩 중이 아닐 때 발생합니다.)
비디오 풀다운 시퀀스와 시간 코드값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REC WARNING] 
[REC DATA]

레코딩 도중 레코딩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 현재 작동이 계속되거나 정지합니다.

 • 다시 사용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켭니다.

[RUN DOWN CARD] (slot number) 덮어쓰기 최대 횟수를 초과하였습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P2 카드의 교체를 권장합니다.

[SD CARD] (slot number)
SDHC/SDXC 메모리 카드가 microP2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되었습니다.

 • 현재 작동이 계속됩니다.

 • microP2 혹은 P2 메모리 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TEMPORARY PAUSE]
[IRREGULAR SIG]

<GENLOCK IN> 터미널에서의 입력 시그널의 중단으로 인해
올바를 레코딩이 되지 않으아 레코딩이 일시적으로 
보류됩니다.
클립이 분할됩니다.
•

 • 작동은 멈춥니다.

 • 시그널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썸네일과 메뉴 작동 도중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AUTHENTICATION ERROR!] 수동 인증 실패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CANNOT ACCESS!]
콘텐트 손상 혹은 다른 이유로 데이터가 액세스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클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CANNOT CHANGE!]
썸네일이 생성되지 않은        마크가 있는 클립에 대해

않습니다.

설정과 콘텐트를 정정하여 썸네일의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CANNOT DELETE!] 콘텐트 버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삭제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와 콘텐츠 버젼을 일치시킵니다.

[CANNOT FORMAT!]
P2 카드 문제 혹은 다른 이유로 포맷이 되지 
않습니다.

P2 카드를 확인합니다.

[CANNOT RE-CONNECT!]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되지 않은 클립 중 하나가
선택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클립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선택된 콘텐트를 확인합니다.

[CANNOT REPAIR IN SELECTION!] 선택된 클립의 일부를 보정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콘텐트를 확인합니다.

[CANNOT REPAIR!] 보정할 수 없는 콘텐트가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콘텐트를 확인합니다.

[CANNOT SAVE! FILE NAME IN USE] 동일한 이름의 설정 파일이 SD 메모리 카드에 있습니다.

[CARD FULL!] P2 카드 혹은 SD 메모리 카드가 다 찼습니다. 이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는 카드를 삽입합니다.

[COPY IMPOSSIBLE. TOO LARGE CLIP 
CONTAINED! (CLIP NAME: XXXXXX)]

4 GB를 초과하는 파일은 32 GB 이하 용량의 P2 메모리 
카드 혹은 microP2 메모리 카드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32 GB 이상의 용량의 microP2 메모리 카드에 복사합니다.
 

[INVALID VALUE!] 입력한 데이터 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상 범위 내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LACK OF CAPACITY!] 카드에 충분한 레코딩 용량이 남지 않았습니다.

[MISSING CLIP!]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된 모든 클립이 있지 
않으면 숏 마크는 클립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레코딩이 연결된 모든 P2 카드를 삽입합니다.

[NO CARD!] P2 혹은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미디어를 삽입합니다.

[NO COPY TO SAME CARD!]
클립은 원본 클립을 저장하고 있는 카드에 복사되지
않습니다. 

선택된 클립을 원본 클립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카드에
복사합니다.

[NO FILE!]

[NO INPUT!]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경고 시스템

연속 레코딩 도중 경고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연속 레코딩 도중 경고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연속 레코딩 도중 경고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연속 레코딩 도중 경고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텍스트 메모 위치에서 썸네일은 수정되지 

지정된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충분한 레코딩 용량이 있는 카드를 삽입합니다.

파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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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NO SD CARD!] SD 메모리 카드 없음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NOT SELECTED!] 클립을 선택하지 않고 삭제 시도 삭제할 클립을 선택합니다.

[SAME CLIP IS SELECTED!]
동일한 클립의 여러 경우(복사본)가 선택된 클립에
포함되었습니다.

동일한 클립의 여러 경우(복사본)는 동시에 복사되지
않습니다. 
선택된 아이템에서 동일한 클립의 경우를 제거합니다.

[TOO MANY CLIPS!] 너무 많은 클립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클립의 숫자를 줄입니다.

[UNKNOWN CONTENTS FORMAT!]
카메라로 지원되지 않는 버젼에 대한 콘텐트의 
경고입니다.

디바이스와 콘텐트 버젼을 일치시킵니다.

[UNKNOWN DATA!]
메타 데이터 글자 코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메타 데이터 글자 코드는 UTF-8입니다. 뷰어를 사용하여 
유효한 글자를 입력합니다.

[USER CLIP NAME MODIFIED!]
카운터값이 클립 이름에 추가될 때 글자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카운터 추가 설정에 대하여, 사용자 클립 이름 플러스 
카운터값은 최대 100 바이트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클립 이름의 글자는 글자의 전체 숫자가 이 제한을 넘을 때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WRITE PROTECTED!] P2 카드 혹은 SD 메모리 카드는 쓰기 방지되어 있습니다. 쓰기 가능한 미디어를 삽입합니다.

소프트 키보드 작동 도중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AUTHENTICATION ERROR!] 수동 인증 실패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CANNOT CHANGE!]
텍스트 메모가 없을 때, [PERSON] 아이템(메모를 입력한
사용자)를 입력하려는 시도가 되었습니다.

[CANNOT SET!]
[INVALID VALUE!]

입력된 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을 변경합니다.

[CANNOT SET!]
[NO INPUT!]

소프트웨어 키보드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CANNOT SET!]
[RETRY PASSWORD IS DIFFERENT!]

재입력 패스워드가 다릅니다. 정확한 레퍼런스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경고 시스템

파일에서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일을 다시 생성합니다.

[TEXT](텍스트 정보)를 먼저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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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있습니다.

카메라 혹은 P2 Viewer Plus를 사용하여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합니다.

그림 1

1  웹사이트에서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2 다운로드된 펌웨어를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합니다.

3 펌웨어를 포함한 SD 메모리 카드를 레코딩 모듈의 SD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합니다.

4 전원을 켭니다.

5 <INFO> 버튼을 눌러 INFO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그림 1)

6 [VERSION]을 선택합니다.

7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8 [UPDATE]가 나타나면, [UPDATE] → [OK]를 선택합니다.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카메라 모듈과 레코딩 모듈의 펌웨어 버젼은 이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카메라 모듈의 펌웨어는 레코딩 모듈이 연결되었으 ㄹ때만 업데이트할 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SD 메모리 카드가 필요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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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클리닝과 보관  

클리닝과 보관

카메라 레코더 클리닝

 • 클리닝하기 전에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전원 소켓에서 DC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카메라를 청소하는 데 벤젠이나 씬너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벤젠이나 씬너는 카메라 레코더 본체가 변형되거나 페인트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카메라 레코더를 닦습니다. 심한 얼룩이 묻었을 경우는, 주방용 세제를 물로 희석하여 적신 천을 사용하여 카메라 레코더를 닦고 나서,
마른 천으로 닦습니다.

카메라 레코더 보관시 주의 사항

카메라 레코더를 보관할 때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습기가 낮고 온도가 일정한 곳에 배터리를 보관합니다.

 ■ 카메라 본체

 • 카메라 레코더를 부드러운 천으로 싸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 배터리

 • 배터리 수명은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곳에서 짧아집니다.

 • 유증기 혹은 먼지가 많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터미널 커넥터 등에 녹이 발생하여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터미널에 금속 물체(목걸이 혹은 머리핀 같은)가 닿지 않도록 합니다. 터미널 사이에 회로 쇼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쇼트가 열 생성을 유도합니다.
발열부를 만지면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정전기 방지로 보관합니다. 장기간 보관하려면, 연 1회 충전하여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카메라 레코더를 사용하고 다시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 expressP2 메모리 카드, P2 메모리 카드

 • 카메라 레코더에서 제거하면, 반드시 전용 캡을 부착하여 모래와 먼지가 커넥터 부분에 붙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보관하거나 운반할 때는 전용 케이스에 넣도록 합니다.

 •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microP2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

 • 카메라 레코더에서 제거하면, 반드시 케이스에 넣도록 합니다.

 •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동차 안 혹은 태양광 아래와 같이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먼지가 많은 장소 혹은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Chapter 12 

이 제품의 사양을 설명합니다.

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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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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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양

전원
DC 12V(11.0 V - 17.0 V) 
전력 소비

 90W (모든 옵션 액세서리를 연결하고 각 출력 터미널에서 제공되는 최대 전력으로)

 는 안전에 관한 표시입니다.

주변 작동 온도 0° C - 40° C

주변 작동 습도 10% - 85% (상대 습도)

저장 온도 -20° C - 60° C

무게 약 4.5Kg액세서리 제외) 

크기(W x H x D) 본체만
179.0mm x 230.5mm x 347.0mm
(돌출부와 액세서리 제외)

 • 카메라 모듈의 <DC OUT> 터미널, <VF> 터미널, <LENS> 터미널에서 전체 전류와 레코딩 모듈의 <DC OUT/RS> 터미널과 <USB HOST> 터미널은 30W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합니다.  

사양

Chapter 12  사 양 - 사양

사양



 118  

카메라 유닛

픽업 디바이스 2/3-type 2.2 million pixels, MOS x 3

렌즈 마운트 2/3-type bayonet

•

<A>: <3200  K>, <B>: <4300  K>, <C>: <5600  K>, <D>: <0.3ND> 

•

<1>: <CLEAR>, <2>: <0.6ND>, <3>: <1.2ND>, <4>: <1.8ND>

Gain 설정  • [ISO] 모드

ISO2500 to ISO12800

 • [dB] 모드

0 dB - 18 dB(3dB 단위)   

셔터 속도  • [deg] 모드

1.0  deg - 360 deg (0.5 deg 단위) 

 • [sec] 모드

1/24 초 - 1/250 초(23.98p)

감도 F9 (2000 lx, 3200 lx, 89.9% refelection, 1080/59.94p)

메모리 카드 레코더

레코딩 미디어 expressP2 memory card, P2 memory card, microP2 memory card

레코딩 픽셀 숫자 1920 x 1080, 1280 x 720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최대) 240p/200p

시스템 주파수 59.94p, 50p, 29.97p, 25p, 23.98p, 59.94i, 50i

레코딩 포맷(메인 레코더) AVC-Intra 100

레코딩 포맷(서브 레코더) AVC-Intra 100/AVC-LongG 50/AVC-LongG 25

레코딩 비디오 시그널 1080/59.94p, 50p, 29.97p, 25p, 23.98p, 59.94i, 50i
720/59.94p, 50p

레코딩과 재생 시간([MAIN CODEC]) 256 GB expressP2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때 
 • AVC-Intra 100, [VFR] : [ON], 50 fps/60 fps

약 128분

 • AVC-Intra 100(HS), 200 fps/240 fps

약 32분

하나의 클립으로 연속 레코딩에 대한 숫자입니다. 클립의 숫자에 따라, 전체 레코딩 시간은 위의 시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레코딩과 재생 시간([SUB CODEC]) 64 GB microP2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때
 • AVC-Intra 100, 25.00p/29.97p

약 64분

 • AVC-LongG 50, 25.00p/29.97p

약 128분

 • AVC-LongG 25, 25.00p/29.97p

약 256분

하나의 클립으로 연속 레코딩에 대한 숫자입니다. 클립의 숫자에 따라, 전체 레코딩 시간은 위의 시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퀀타이징 비트 숫자 10 비트 

비디오 압축 포맷  • AVC-Intra 100

MPEG-4 AVC/H.264 Intra Profile

 • AVC-LongG 50/AVC-LongG 25

MPEG-4 AVC/H.264

디지털 오디오

레코딩 오디오 시그널 48 kHz/24  bits, 4CH

헤드룸 18  dB/20  dB switchable menu

Chapter 12  사 양 - 사양

옵티컬 필터 CC 필터

ND 필터

F10 (2000 lx, 3200 lx, 89.9% refelection, 1080/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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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파일 포맷 MOV

비디오 압축 포맷

오디오 압축 포맷 LPCM

대략적인 레코딩 시간(1 GB)  약 25분

연속 레코딩에 대한 레퍼런스 값입니다.
씬 혹은 클립의 숫자에 따라 레코딩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디오 입력/출력

<SDI OUT1>/<SDI OUT2>/<SDI OUT3>/<SDI 
OUT4> 터미널

HD (1.5G)/3G-SDI: 0.8 V [p-p], 75Ω(1 set, 4 pieces)  

<MON OUT1> 터미널 HD (1.5G)/3G-SDI: 0.8 V [p-p], 75Ω

<MON OUT2> 터미널 HD (1.5G)/3G-SDI: 0.8 V [p-p], 75Ω

<VF SDI> 터미널 HD (1.5G)/3G-SDI: 0.8 V [p-p], 75Ω

오디오 입력/출력

<AUDIO IN 1>/<AUDIO IN 2> 터미널 XLR x 2, 3-pin
<LINE>/<MIC>/<MIC + 48V>/<AES> switchable type

<MIC IN> 터미널 XLR x 1, 5-pin

<PHONES> 터미널 스테레오 미니 잭

스피커 20 mm diameter, round x 1 

디스플레이 패널 OLED (organic EL) 0.7 type, 2760000 dots

비디오 입력 방법 1080/59.94p, 1080/50p, 1080/60p

기타 입력/출력

<GENLOCK IN> 터미널 HD (1.5G)/3G-SDI: 0.8 V [p-p], 75Ω 

<TC IN/OUT> 터미널 BNC x 1
입력/출력 전환

 • 입력 : 0.5 V - 8 V [p-p], 10kΩ   
 • 출력 : 2.0 V±0.5 [p-p], low impedance 

 

<DC IN> 터미널 XLR×1, 4-pin, DC 12 V (DC 11.0  V - 17.0  V)

<DC OUT/RS> 터미널 4-pin, DC 12  V (DC 11.0  V - 17.0  V), maximum output current 1.0 A  

<DC OUT> 터미널 2-pin, DC 12  V (DC 11.0  V - 17.0  V), maximum output current 1.0 A  

<LENS> 터미널 12-pin, 4-pin x 2

<VF> 터미널 14-pin

<LAN> 터미널 100BASE - TX/10BASE-T

<USB2.0> 터미널(디바이스) Type B connector, 4-pin

<USB2.0> 터미널(호스트) Type A connector, 4-pin

<EXT> 터미널 50-pin, exclusive for external recording (to be supported)

콘트롤 패널(LCD) 3.5-type QHD color monitor (approx. 1.56 million dots)

Chapter 12  사 양 - 사양

H.264/AVC High Profile

뷰 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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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인

A
Assembly

Camera module     22
Recording module     22
Shoulder mount module     24

   23
Audio input

Audio devices     57
Front microphone     56
Recording level adjustment     58
Signal selection     58

B
Battery     27

Mounting     27
Setting     27

Built-in battery     110

C
[CAMERA SETTINGS]     92
Center marker     65
Clock     33
Control panel     45

HOME screen     48
INFO screen     52
MENU screen     54
PLAY screen     50
TC screen     51
VIEW screen     53

Control panel extension unit     46
CPS     40

D
Date/Time     33
DC power supply     28
Dual-recording    35
Dynamic range stretcher function     76

E
Error code     111
Error message     111
Expanded display     65
expressP2 memory card     38

Inserting     38
Removing     39
Write protect     39

External DC power supply     28
External power supply     28
Eye cup    25

   25

F
Firmware

Update     114
Flange lens back adjustment     29
Focus assist     65
Focus bar display     66
Formatting

P2 card     42
SD memory card     77

Frame marker     65

G
GPS     75

H
Headphones     59
Hot swap recording     43

I
In-camera grading    37
Internal clock     33

L
Lens     29

Adjustment     29
Mounting     29

M
Menu

Setting menu     84
microP2 memory card     38

Inserting     38
Removing     39
Write protect     39

O
Output format

<MON OUT1> output     69
<MON OUT2> output     70
SDI output     68
<VF SDI> output     71

P
P2 card     38

Formatting     42
Recording time     40
Status     39

Peaking display (focus in red)     66
[PERIPHERAL]     101

R
Rain cover     26
Recording functions     43
Recording levels     58
[REC SETTINGS]     97

S
Safety zone marker     65
SD memory card     15

Formatting     77
Handling     77
Inserting     77
Operation     77
Removing     77

Setting menu     84
Basic operations     84
Initializing     84

Shot mark     43
Shot mark recording     43

    117
Status display

Control panel     73
<MON OUT1> output     72
<MON OUT2> output     72
<VF SDI> output     72

[SYSTEM SETTINGS]     85

T
Text memo recording     43
Thumbnail     48
Time code     79
Time data     78
Time zone     33
Tripod     25

U
User bits     78
USER button     76

V
[VF SDI SETTINGS]     98

   61
Adjustment     61
Lamp display     62
Status display     62

Viewfinder

Eye piece filter

Specifications

Viewf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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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arning system     111
White shading compensation     30

Z
Zebra pattern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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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을 위한 구형 장비와 폐 배터리의 수집과 폐기에 대한 정보

제품, 패키지, 동봉된 서류상의 이 심볼은 사용한 전기/전자 제품과 배터리는 일반 가정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형 제품과 폐 배터리의 적절한 처리, 복구와 재활용에 대해, 국가 법령과 Directive 2002/96/EC와 2006/66/EC에 따라,
해당 수집 장소로 가져 갑니다.

이들 제품과 배터리의 올바른 폐기로,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막고 가치있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형 제품과 배터리에 대한 수집과 재활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지역 당국, 폐기물 처리 서비스 혹은 아이템을 
구입한 판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에 대한 처벌은 국가별 법령에 따릅니다.

유럽 연합의 업무용 사용자
전기/전자 제품을 폐기하려면, 추가 정보에 관해 딜러나 공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폐기에 관한 안내
이 심볼은 유럽 연합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들 아이템을 폐기하려면, 지역 당국 혹은 딜러에게 문의하여
폐기의 정확한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심볼에 대한 참조(아래의 두 개의 심볼 예)
이 심볼은 화확적 심볼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학물 포함 Directive에 의해 설정된 요구 사항에
따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