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설명서
메모리 카드 카메라 레코더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깊게 읽어 보시고 만약을 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한  국  어
XXXXXXXX(K) 

W0914HM0 -YI

바로 등록하세요!!
이 제품은 P2HD 5 Year

Warranty Repair Program이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5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panasonic.biz/sav/pass_e/

Model No. AJ-PX8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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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 의 : 
• 화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비 혹은 습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모든 종류의

액체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튈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보관하시고, 장비 위에 어떤 종류의 액체 용기도
올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의 :
메모리 카드(옵션 액세서리)는 항상 아기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경 고 :
나사를 풀어 패널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 부품은 사용자 서비스 부품이 아닙니다.
공인된 서비스 인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화재의 위험과 귀찮은 간섭을 피하려면 추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화재의 위험을 줄이려면, 옵션 인터페이스 보드 장착은
장착은 공인된 서비스 인력에게 의뢰하도록 합니다.

경 고 :
컨버젼 렌즈나 기타 액세서리를 부착한 채로 손잡이를
잡고 기울이거나 흔들지 않도록 합니다.
컨버젼 렌즈의 추가된 무게로 인해 손잡이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은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인명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 고 :
적당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본 제품을 책장, 빌트인 
캐비닛 혹은 기타 좁은 공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커튼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경 고 :
삼각대가 부착되어 있을 때, 손잡이로 장비를 들지 
않도록 합니다. 삼각대가 부착되어 있으면, 그 무게가
손잡이에 영향을 주어 손잡이의 손상과 사용자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가 부착된 장비를
옮길 때는 삼각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경 고 :
이어폰과 헤드폰은 과도한 사운드 압력은 청력 손실을 
유발합니다.

경 고 :
사용시 본 장비가 피부에 직접 닿은 채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비의 고온부가 장시간 피부에 직접 닿으면 저온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시간 장비를 사용할 때는 삼각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 고 :
장비 내부에는 동전 형태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60°C(140°F)가 넘는 곳에 보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장비를 문과 창문이 닫힌 직사 광선에 노출된 자동차
내부에 장시간 두지 않도록 합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먼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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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FCC 알림 (USA)
적합성 선언
모델 번호 :  AJ-PX800G
상표명 :  Panasonic
책임 기관 :   Panasonic Corporation of North America  

Two Riverfront Plaza, Newark, NJ 07102
지원 센터 :  1-800-524-1448
본 디바이스는 FCC 규정 제15조를 따릅니다.
작동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
(1) 이 디바이스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비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수신된 간섭을 받아들입니다.
지속되는 규정을 보증하기 위해서 제공된 설치 설명서를 따르고, 공인되지 않은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경 고 :

• 
• 
• 
• 

FCC 경고 :

알림 (Canada)
CAN ICES-3(B)/NMB-3(B)

재활용이 가능한 재충전 배터리가 구입한 제품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이 장비는 FCC 규정의 제15조에 따른 클래스 B 디지털 디바이스의 제한에 따라 테스트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한은 실제 설치에 있어 유해한 간섭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발산하고, 설명서에 따라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
주파수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설치에 있어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를 켜고 끄는 행위에 의해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된다면, 사용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간섭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안테나의 재조정 및 재설치
장비와 수신기 분리 거리의 증가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회선 상의 전기 소켓에 장비 연결
딜러나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 요청

FCC 지역 사무소에서 “간섭에 관한 정보” 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FCC 발산 제한 규정을 준수하려면, 첨부된 설명서에 따라 사용자는 호스트 컴퓨터나 주변 장치와
연결할 때, 반드시 차폐된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비에 대한 어떠한 공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은 장비 작동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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Декларація про Відповідність
Вимогам Технічного Регламенту Обмеження Використання деяких Небезпечних Речовин в 

електричному та електронному обладнанні
(затвердженого Постановою №1057 Кабінету Міністрів України)

Виріб відповідає вимогам Технічного Регламенту Обмеження Використання деяких Небезпечних Речовин в електричному та 
електронному обладнанні (ТР ОВНР).

Вміст небезпечних речовин у випадках, не обумовлених в Додатку №2 ТР ОВНР, :
1. свинець(Pb) – не перевищує 0,1 % ваги речовини або в концентрації до 1000 частин на мільйон;
2. кадмій (Cd) – не перевищує 0,01 % ваги речовини або в концентрації до 100 частин на мільйон;
3. ртуть(Hg) – не перевищує 0,1 % ваги речовини або в концентрації до 1000 частин на мільйон;
4. шестивалентний хром (Cr6+) – не перевищує 0,1 % ваги речовини або в концентрації до 1000 частин на мільйон;
5. полібромбіфеноли (PBB) – не перевищує 0,1 % ваги речовини або в концентрації до 1000 частин на мільйон;
6. полібромдефенілові ефіри (PBDE) – не перевищує 0,1 % ваги речовини або в концентрації до 1000 частин на мільйон.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Требованиям Технического Регламента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екоторых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в электрическом и электрон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утверждённого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1057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Украины)

Издели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Технического Регламента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екоторых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в 
электрическом и электронном оборудовании (ТР ОИВВ).

Содержание вредных веществ в случаях, не предусмотренных Дополнением №2 ТР ОИВВ:
1. свинец (Pb) – не превышает 0,1 % веса вещества или в концентрации до 1000 миллионных частей;
2. кадмий (Cd) – не превышает 0,01 % веса вещества или в концентрации до 100 миллионных частей;
3. ртуть (Hg) – не превышает 0,1 % веса вещества или в концентрации до 1000 миллионных частей;
4. шестивалентный хром (Cr6+) – не превышает 0,1 % веса вещества или в концентрации до 1000 миллионных частей;
5. полибромбифенолы (PBB) – не превышает 0,1 % веса вещества или в концентрации до 1000 миллионных частей;
6. полибромдифеноловые эфиры (PBDE) – не превышает 0,1 % веса вещества или в концентрации до 1000 миллионных частей.

먼저 읽어 보세요!

적합성 선언
전기와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의 제한의

기술적인 규제의 요구사항에 적합
(우크라이나 내각의 명령 №1057으로 채택)

제품은 전기와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의 제한의 기술적 규제의 요구사항에 적합합니다.
(RoHS의 TR)

RoHS의 TR의 Annex №2에 리스트된 애플리케이션의 면제와 유해 물질의 내용
1. 납 (Pb)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2. 카드뮴 (Cd) – 0,01 % 혹은 1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3. 수은 (Hg)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4. 헥사밸런트 크로뮴 (Cr6+)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5.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바이페닐 (PBBs)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6.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 (PBDEs) - 0,1 %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5 Programme de réparations sous garantie pendant 5 ans pour un P2HD * 1

Nous vous remercions d’avoir choisi cet appareil Panasonic P2HD.

Inscrivez-vous comme utilisateur de cet appareil pour bénéficier d’une garantie spéciale donnant droit à des réparations 

EEE Yönetmeliğine Uygundur.
EEE Complies with Directive of Turkey.

이 장비는 Directive 1999/5/EC의 핵심 요구 사항과 다른 관련 조항에 따릅니다.
고객들은 당사의 DoC 서버에서 이 제품에 대한 원본 DoC의 복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ptc.panasonic.de/

Manufactured by: Panasonic Corporation, Osaka, Japan
Importer’s name and address of pursuant to EU rules:
Panasonic Testing Centre
Panasonic Marketing Europe GmbH
Winsbergring 15, 22525 Hamburg, Germany

EU

배터리 제거
메인 전원 배터리 (Ni-Cd / Ni-MH / Li-ion 배터리)
• 배터리를 분리하려면, 이 설명서에 있는 설치 방법의 반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 다른 제조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하려면, 배터리와 같이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 배터리 (리튬 배터리)
• 수명이 다 된 배터리를 폐기를 목적으로 제거하려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1:특정 국가/지역에서는 연장 warranty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모든 모델들이 연장 warranty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기본 warrant 기간은 국가/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 연장 warranty는 모든 수리 작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5:최대 warranty 기간은 장비 사용 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5th  year * 5

P2HD device * 2 Basic warranty * 3 Extended warranty repair * 4

P2 제품 구입
1개월내 온라인
     등록

“등록 알림” 이메일
         발송

사용자 등록과 연장 warranty에 대한 상세사항은 :  http://panasonic.biz/sav/pass_e

5년간의 무상 Warranty Repairs

웹사이트에 사용자로 등록하시는 고객은 최대 5년간 유효한 연장된 warranty repaiir를 받을 수 있습니다.

P2HD 5 Year Warranty Repair 프로그램*1

파나소닉 P2HD 장비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장비의 사용자로 등록하면 최대 5년간의 무료 warranty repair인 특별 서비스 warranty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알림” 이메일은 warranty 기간동안 저장됩니다. 
      

이 사이트는 Panasonic Canada Inc.에 의해 유지 관리되지 않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nasonic Canada Inc.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제출된 어떠한 정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링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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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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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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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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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읽는 방법

 ■ 일러스트레이션

 • 카메라, 메뉴 스크린과 다른 아이템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실제 아이템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설명서에 사용된 규약

 •
 • <   > 괄호 안의 단어나 문장은 버튼 이름과 같이 이 카메라에 사용된 디자인 텍스트를 가리킵니다.

 ■ 참조 페이지

 • 설명서의 참조 페이지는 (00 페이지)로 표시됩니다. 

 ■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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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P2E064AG 메모리 카드(옵션)와 같은 “P2” 로고가 있는 메모리 카드는 “P2 메모리 카드”로 언급됩니다.-
 • AJ-P2M032AG 메모리 카드(옵션)와 같은 “microP2” 로고가 있는 메모리 카드는 “microP2 메모리 카드”로 언급됩니다. 
사용하려면, 카드를 microP2 카드 어댑터 AJ-P2AD1G(옵션)에 입력합니다.

 • P2 메모리 카드와 microP2 메모리 카드는 다른 구분없이 “P2 카드”로만 언급됩니다.

 • 외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같은 USB로 연결된 미디어는 “저장 장치”로 언급됩니다.

 • 싱글 레코딩 작동 중에 생성된 비디오는 “클립”으로 언급됩니다.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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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oft  와 Windows  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Microsoft Corporation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크린 샷이 사용되었습니다.

Apple, Macintosh, Mac OS, QuickTime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Apple In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Java와 모든 Java 기본의 트레이드마크는  미국의 Sun Microsystems, In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설명서에 언급되는 기타의 모든 모델 이름, 회사 이름, 제품 이름은 각각의 회사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 제품은 AVC Patent Portfolio License에 의해 라이센스되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개인 용도의
사용을 제외한 어떠한 행위도 라이센스되지 않습니다.

AVC 기준(AVC Video)을 준수하여 비디오를 레코드
개인 용도와 비상업적인 활동을 약속하고 소비자에 의해 레코드된 AVC 비디오의 재생
비디오 공급 라이센스가 있는 비디오 공급 업자로부터 제공받은 AVC 비디오의 재생
상세한 내용은 MPEG LA, LLC 웹사이트(http://www.mpegla.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ulti-Format Inc.의 라이센스에 의한 DCF Technologies의 사용

SDXC 로고는 SD-3C, LLC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HDMI, HDMI 로고,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HDMI Licensing LL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된 

[   ] 괄호 안의 단어나 문장은 뷰 파인더 혹은 LCD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된 상세 설명과 내용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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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요 -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 레이저 빔 관련 주의 사항

MOS 센서가 레이저 빔으로 비춰지면 MOS 센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포인트를 참조합니다.

 • 중요한 이미지의 레코드를 준비할 때, 화면과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레코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미리 테스트 촬여을
하도록 합니다.

 • 카메라나 사용하는 P2 카드의 오작동으로 인해 비디오 혹은 오디오 레코딩이 실패하여도, Panasonic은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레코딩 전에 카렌다와 시간 대역을 설정하거나 확인합니다.(42 페이지) 이 설정은 레코드된 콘텐츠의 관리와 재생 순서에 
유효합니다.

 ■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거나 다른 카드로 교체할 때 주의 사항

정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들 카드를 폐기하거나 다른 카드로 교체할 때, 데이터를 완벽히 지우기 위해 카드를 물리적으로 망가뜨리거나 
컴퓨터용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별도 판매)을 이용합니다.
사용자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 본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 정보

1  본 제품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에서 라이센스하는 소프트웨를 포함하고 있고,
고객들은 여기에서 이들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획득, 리엔지니어, 재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2 본 제품은 MIT-License에서 라이센스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본 제품은 OpenSSL Toolkit에서 사용되는 OpenSSL Project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http://www.openssl.org/).

4 본 제품은 OpenBSD License에서 라이센스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본 제품은 <http://www.php.net/>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PHP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본 소프트웨어는 독립된 JPEG Group의 작업 일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획득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이 상세 내용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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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획득한 소스 코드의 상세 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 USB 드라이버 설치시 사전 주의 사항

드라이버의 최신 정보에 대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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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컴퓨터로 필요한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 드라이버의 설치 절차에 대해, 웹 사이트의 설치 매뉴얼을 참조합니다.

레이저 디바이스가 사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촬영시 레이저 빔이 렌즈를 비추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혹은 컴퓨터의 기능을 이용하여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은 카드의 데이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파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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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요 - 사용 지역 설정(프레임 주파수 설정 등)  

사용 지역 설정(프레임 주파수 설정 등)

변경합니다.

1  사용 지역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카메라의 전원을 연결하고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사용 지역 설정을 위한 [AREA SELECT]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2 조그 버튼(혹은 커서 버튼     /     )을 사용하여 [NTSC]/[NTSC(J)](일본)/[PAL]에서 사용 지역을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3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는 선택된 사용 지역에 따라 초기화되고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카메라를 한번 설정한 후, 나중에 전원을 켤 때 이 스크린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사용 지역을 변경하려면, 
[OPTION MENU]  → [AREA SELECT]를 이용합니다.

참 조

 •
아래의 아이템이 아닌 메뉴 설정 값은 초기 설정을 유지합니다.

초기 설정 [NTSC] [NTSC (J)] [PAL]

[LINE&FREQ] [1080-59.94i] [1080-59.94i] [1080-59.94i] [1080-50i]

[CAMERA MODE] [60i] [60i] [60i] [50i]

[SETUP] [7.5%A] [7.5%A] [0%] [0%]

[HEADROOM] [20dB] [20dB] [20dB] [18dB]

[LANGUAGE]* [ENGLISH] [ENGLISH] [JAPANESE] [ENGLISH]

* 상세 내용은 “메타 데이터 디스플레이 언어 설정”(11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카메라를 선적할 때, 사용 지역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아래의 스텝에 따라 사용 지역의 프레임 주파수로 설정을

카메라를 최초로 사용하기 위해 이 설정을 할 때, 아래의 아이템만 카메라에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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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요 - 액세서리  

액세서리

숄더 스트랩(39 페이지)  

장착 캡(제품에 부착되어 있음)(16 페이지)  

참 조

 • 제품의 포장을 풀고 나서, 포장재를 적절히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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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개요 - 시스템에서 카메라의 사용  

시스템에서 카메라의 사용
카메라가 아닌 부분은 옵션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아래의 추천 부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배터리 등과 같이 카메라로 촬영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부품 명칭 부품 번호 비고

AG-CVF10G/AG-CVF15G —

Super-directional electret 스테레오 마이크로폰
(phantom  + 48V)

AJ-MC700G/AG-MC200G “전면 마이크로폰 사용”(37 페이지) 

렌즈(Bayonet type) FUJINON/CANON “렌즈 장착과 조정”(31 페이지)  

배터리

HYTRON140* 1

DIONIC HC* 1

V-mount type battery plate
 • ENDURA E-10

“배터리 장착과 설정”(28 페이지)  

SD 메모리 카드* 2

P2 메모리 카드* 2

microP2 메모리 카드* 2
웹사이트 support desk 방문* 2  “P2 카드”(43 페이지) 

*1  배터리 홀더는 본체에 표준으로 제공합니다.

*2 사용 설명서에는 설명되지 않은 P2 카드와 SD 메모리 카드의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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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명칭 부품 번호 비고

리모트 콘트롤 케이블 AJ-C10050G —

리모트 콘트롤 유닛 AJ-RC10G
“리모트 콘트롤 유닛(AJ-RC10G)로 연결”
(169 페이지) 

확장 콘트롤 유닛 AG-EC4G
“확장 콘트롤 유닛으로 연결
(AG - EC4G)” (171 페이지) 

리모트 작동 패널 AK-HRP200G
“리모트 작동 패널로 연결
(AK- HRP200G)” (172 페이지) 

무선 모듈 AJ-WM30 “무선 LAN” (175 페이지)  

HD/SD SDI 입력 보드 AG-YA600G “HD/SD SDI 입력 보드(AG-YA600G)”(200 페이지) 

LCD 모니터 BT-LH80W/BT- LH900 등 —

스토리지 디바이스 — —

UniSlot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 —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사용”(29 페이지)  

액세서리

부품 명칭 부품 번호 비고

소프트 운반 케이스 AJ-SC900 —

하드 운반 케이스 AJ-HT901G —

레인 커버 SHAN-RC700 “레인 커버 부착”(40 페이지)  

삼각대 어댑터 SHAN-TM700 “삼각대 부착”(39 페이지)  

확장 구성 디바이스

기본 구성 디바이스

전자 HD 칼라 뷰 파인더

기본 구성 디바이스에 추가하여 아래의 디바이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카메라 부분의 명칭, 기능, 작동을 설명합니다. SmartUI의 [HOME]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상세 내용도
설명됩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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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파워 서플라이와 액세서리 장착 섹션  

파워 서플라이와 액세서리 장착 섹션

1

5 6 7 2018171615

2

11 128 13
10

3

4

14

9

19

1  <POWER> 스위치(49 페이지) 
전원을 켜고 끕니다.

2 배터리 릴리스 레버(28 페이지) 
이 배터리 릴리스 레버를 아래로 당겨 배터리를 릴리스합니다.

3 배터리 홀더(28 페이지) 
Anton/Bauer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4 라이트 콘트롤 스위치(28 페이지) 
5 <DC IN> 터미널(29 페이지) 

이것은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입력 터미널입니다.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합니다.

6 <DC OUT> 터미널(41 페이지) 
이것은 DC 12V 출력 터미널입니다. 최대 1.5 A의 전류를 공급합니다.  

참 조

 •

7 <REMOTE> 터미널(169, 171 페이지) 

숄더 스트랩 부착 피팅(39 페이지)

리모트 콘트롤 유닛 AJ-RC10G(옵션)를 연결하여 일부 기능을 리모트 콘트롤 합니다. 상세 내용은 “리모트 콘트롤 유닛으로 연결
(AJ-RC10G)”(169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확장 콘트롤 유닛 AG-EC4G(옵션)를 연결하여 일부 기능을 리모트 콘트롤 합니다. 상세 내용은 “확장 콘트롤 유닛으로 연결
(AG-EC4G)”(17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8 라이트 출력 터미널
Anton/Bauer(옵션)의 Ultralight 2 혹은 50W 이하의 동일한 비디오 라이트를 연결합니다.  
라이트를 켜면 배터리 충전 레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라이트를 사용할 때, 90Wh 이상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9 케이블 홀더
라이트와 마이크로폰 케이블을 제자리에 클램핑할 때 사용됩니다.

10  액세서리 장착구
액세서리를 부착합니다. 액세서리 부착의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장착구 크기

 - 1/4-20 UNC(나사 길이 10mm 미만) 
 -3/8-16 UNC(나사 길이 10mm 이상) 

11  
숄더 스트랩을 부착합니다.

12  라이트 슈
비디오 라이트를 부착합니다.
장착구 크기

 • 1/4-20 UNC(나사 길이 6mm 미만) 

13  

14  <VF> 터미널

뷰 파인더 AG-CVF10G(옵션) 등을 장착합니다.

15  렌즈 케이블/마이크로폰 케이블 클램프(31 페이지) 
렌즈와 마이크로폰 케이블을 고정할 때 사용됩니다.

16  <LENS> 터미널(31 페이지) 
렌즈 연결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사용되는 렌즈의 상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렌즈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외부 장비를 이 터미널로 연결할 때, 연결 극성을 먼저 완전히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뷰 파인더 좌우 포지셔닝 링

뷰 파인더의 좌/우 포지션을 조정하려면, 이 링을 느슨하게 하고 뷰 파인더를 좌 혹은 우로 밀어 보기 편한 위치로 조정합니다.
뷰 파인더를 조정한 후에 링을 조이면 뷰 파인더를 그 위치에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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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삼각대 장착(39 페이지) 
카메라를 삼각대에 장착할 때는 삼각대 어댑터 SHAN-TM700(옵션)을 부착합니다.

18  렌즈 장착 (2/3 type bayonet) (31 페이지) 
렌즈를 장착합니다.

19  렌즈 레버(31 페이지) 
렌즈 장착부에 렌즈를 장착한 후, 레버를 조여 렌즈를 보호합니다.

20 장착 캡(31 페이지)  
렌즈 레버를 올려 캡을 제거합니다. 렌즈가 장착되지 않으면 캡을 교체합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 파워 서플라이와 액세서리 장착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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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오디오(입력) 기능 섹션  

오디오(입력) 기능 섹션

3 51

6

2

4

1  <MIC IN> 터미널(37 페이지)
마이크로폰(옵션)을 연결합니다.

 • 팬텀 마이크로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메인 메뉴 → [AUDIO SETUP] → [INPUT SETTING] → [FRONT MIC POWER]에서
[ON]을 설정합니다. [ON]으로 설정하고 마이크로폰이 연결되지 않으면, 저주파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이 연결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F.AUDIO LEVEL> 다이얼(62 페이지)
오디오 채널 1에서 4의 레코딩 레벨을 조정합니다.

 • 오디오 레벨 조정 방법을 스마트 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MANU]로 설정하면, 이 다이얼을 이용하여 보이스 채널의 오디오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작동이 어떠한 입력 터미널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콘트롤을 설정하는 데 메인 메뉴 → [AUDIO SETUP] → [RECORDING CH SETTING] → 
[FRONT VR CH1], [FRONT VR CH2], [FRONT VR CH3], [FRONT VR CH4]를 이용합니다.

3 <AUDIO IN CH1/3>, <AUDIO IN CH2/4> 터미널(38 페이지)
오디오 장비 혹은 마이크로폰을 연결합니다.

4 <LINE>/<MIC> 스위치(38, 191 페이지)
<AUDIO IN CH1/3>/<AUDIO IN CH2/4> 터미널로 연결된 오디오 입력 시그널을 전환합니다.
<LINE> :  오디오 장비가 라인 입력으로 연결되었을 때 선택합니다.
<MIC> :  외부 마이크로폰이 연결되었을 때 선택합니다.

5 마이크로폰 입력 파워 스위치(191 페이지)
<AUDIO IN CH1/3>과 <AUDIO IN CH2/4> 터미널로 연결된 마이크로폰으로의 전원을 공급하도록 전환합니다.
<+48V> : 마이크로폰에 +48V 전원을 공급합니다. 
<OFF> :  마이크로폰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참 조

 • 마이크로폰 입력 <+48V>가 설정되고 마이크로폰이 <AUDIO IN CH1/3>과 <AUDIO IN CH2/4> 터미널에 연결되지 않으면, 
저주파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이 연결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무선 슬롯(37 페이지)
UniSlot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옵션)을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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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오디오(출력) 기능 섹션  

오디오(출력) 기능 섹션

2

1 4

3

1  <MONITOR> 다이얼
스피커와 이어폰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2 내장 스피커
레코딩 도중, EE 오디오를 모니터하고, 재생 도중, 재생 오디오를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 <PHONES> 터미널에 연결되면 스피커로부터의 오디오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3 <PHONES> 터미널
오디오 모니터 이어폰(스테레오 미니 잭)용 연결 터미널입니다.

4 <AUDIO OUT> 터미널(145 페이지) 
오디오 채널 1/2 혹은 3/4에 레코드된 오디오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 SmartUI의 [AUD03:MONI]의 출력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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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촬영과 레코딩/재생 기능 섹션  

촬영과 레코딩/재생 기능 섹션

촬영과 레코딩(카메라 유닛)

2 5 6 7 8 93 4

1

1  <ND FILTER> 다이얼(50 페이지)

<4><1/64ND> :  MOS 센서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1/64로 줄입니다.
<3><1/16ND> :  MOS 센서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1/16로 줄입니다.
<2><1/4ND> : MOS 센서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1/4로 줄입니다.
<1><CLEAR> :

2 <SHUTTER> 스위치(58 페이지)
전자 셔터 스위치입니다.

 <OFF> : 전자 셔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ON> : 전자 셔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 : 전자 셔터의 속도를 변경합니다.
이 스위치는 스프링 스위치입니다. <SEL> 방향으로 누를 때마다 셔터 스피드가 달라집니다.

3 <AUTO W/B BAL> 스위치(55 페이지)
 <AWB> :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 스위치가 <A> 혹은 <B> 위치로 설정된 쪽에서 <WHITE BAL> 스위치와 같이 작동되면

조정은 몇 초안에 실행되고 조정값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WHITE BAL> 스위치가 <PRST> 위치에 있을 때,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누르고, 색온도가 디스플레이될 때 <AWB> 쪽으로 다시 누르면
프리셋 색 온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BB> : 블랙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4 USER(<USER MAIN>/<USER1>/<USER2>) 버튼(61 페이지)
각 버튼에 사용자 선택 기능을 할당합니다. 각 버튼을 눌러 할당된 기능을 실행합니다.

5 <DISP/MODE CHK> 스위치(98 페이지)
이 스위치는 촬영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스프링 스위치입니다.
• 이 스위치를 <OFF> 쪽으로 밀어 영역 디스플레이, 카운터, 마커, 세이프티 존 디스플레이같은 뷰 파인더 작동 상태와 프레임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디스플레이를 지웁니다.

•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합니다. 정보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CHK> 쪽으로 다시 한번 밀면 프록시와 네트워크 설정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모드 확인 정보 디스플레이가 약 3초 후에 사라집니다.

6 <GAIN> 스위치(55 페이지)
촬영하고 있는 환경의 조명 조건에 따라 스크린의 밝기를 변경합니다.

 • <L>/<M>/<H> 위치에 대한 Gain 설정은 메인 메뉴 → [SW MODE] → [LOW GAIN], [MID GAIN], [HIGH GAIN]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은 L=0dB, M=6dB, H=12dB입니다. 

참 조

 •

7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

 <CAM>/<ON> : 카메라로 캡쳐된 비디오가 출력되고 auto knee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Auto knee 기능 대신,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DRS) 기능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CAM>/<OFF> :
Knee 포인트가 메뉴 작동으로 설정된 레벨에 고정됩니다.
<BAR>/<OFF> : 칼라 바 시그널이 출력됩니다. Auto knee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ND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사체의 조명에 적합한 필터를 선택합니다.

이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어 촬영 대기 혹은 촬영 도중의 모든 촬영 기능에 대한 설정 상태, USER 버튼에 할당된 기능의 리스트 등을  

카메라 유닛에서 메모리, 뷰 파인더, 비디오 모니터로 출력되는 비디오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카메라로 캡쳐된 비디오가 출력되고 auto knee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폰 입력 <+48V>가 설정되고 마이크로폰이 <AUDIO IN CH1/3>과 <AUDIO IN CH2/4> 터미널에 연결되지 않으면, 
저주파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이 연결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 

참 조

 • Auto knee 기능
강한 빛의 배경에서 사람이나 풍경 등을 촬영하는 레벨을 조정할 때, 배경이 완전히 하얗게 되고, 배경의 건물이나 풍경이
희미해집니다. 이런 경우, auto knee 기능이 배경을 선명하게 살려줍니다.
Auto knee 기능은 아래의 씬을 촬영할 때 효과적입니다.
- 피사체가 맑은 하늘 아래 그늘에 위치해 있는 사람일 때
- 차량 혹은 빌딩 내부의 사람과 창을 통해 보이는 배경을 동시에 찍을 때
- 피사체가 높은 콘트라스트 씬에 있을 때

8 <WHITE BAL> 스위치(55 페이지) 
화이트 밸런스의 조정 방법을 선택합니다.
<PRST> :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시간이 없거나 조정할 수 없을 때 이 위치에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은 3200K입니다.  
 • 메인 메뉴 → [SW MODE] → [W.BAL PRESET]에서 설정하거나,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누르고 색온도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AUTO W/B BAL> 스위치를 <AWB>쪽으로 다시 돌립니다. 누를 때마다, 색온도는 3200K, 5600K, 사용자 지정한 가변값 사이에서 연속적으로
전환됩니다.  
[F.JOG CT] 기능을 USER 버튼에 할당하면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가변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61 페이지) 

<A>/<B> :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눌러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고 조정된 값을 <A> 혹은 <B>에
저장합니다.

 • 메인 메뉴 → [SW MODE] → [ATW]를 선택하면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ATW) 기능을 <B>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56 페이지)

9 초점면 지수<    >
MOS 센서의 초점면(포컬 플레인)을 표시합니다.
피사체로부터 정확한 촛점 거리를 계산하는 데 레퍼런스를 제공합니다.

촬영과 레코딩/재생 기능 섹션(레코딩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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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C> 버튼(50 페이지) 
이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다시 누르면 레코딩을 정지합니다.
이 버튼은 렌즈쪽의 VTR 버튼과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2 <SDI OUT/IN (OP)> 터미널(76 페이지)  
SDI 시그널에 대한 출력 터미널입니다.
 • HD/SD SDI 입력 보드 AG-YA600G(옵션) 부착은 SDI 시그널을 입력하도록 합니다.(200 페이지)

3 <MON OUT> 터미널(76 페이지) 
비디오 모니터의 출력 터미널입니다. <SDI OUT/IN(OP)> 터미널에서 비디오 인디펜던트가 출력됩니다.
HD SDI 시그널, 다운컨버트한 SD SDI 시그널, SmartUI의 [SET02:MON/HDMI FORMAT] 스크린의 VBS 시그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컨버젼과 업 컨버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LAN> 터미널(176 페이지) 
LAN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 촬영과 레코딩/재생 기능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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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B2.0> 터미널(서브-호스트)(175, 176 페이지)
무선 모듈 AJ-WM30(옵션)을 장착합니다. 혹은 본체에 연결하는 USB 2.0 확장 케이블과 4G/LTE USB 모뎀(옵션)을
부착합니다.

6 <FOCUS ASSIST> 버튼(53 페이지)
촛점 지원 기능을 켜고 끕니다.

7  Busy(활성화 상태 표시) 램프(83 페이지)
SD 메모리 카드의 활성 상태를 표시하고 카드가 활성화될 때 켜집니다.

참 조

 • 램프가 켜졌을 때 카드를 제거하거나 삽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8 SD 메모리 카드 슬롯(82 페이지)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참 조

 •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
- 카메라에 SD 표준, SDHC 표준, SDXC 표준에 맞는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프록시 레코딩을 실행할 때

클래스 2 이상의 클래스 설명이 있는 SDHC 메모리 카드, SDXC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MMC(Multi Media Card)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MMC를 사용하면 사진 촬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도록 합니다.)
- 카메라에 miniSD/microSD 카드를 사용할 때, miniSD/microSD 카드용의 전용 어댑터를 항상 설치하도록 합니다.

(miniSD/microSD 어댑터만 설치하면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어댑터에 카드가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Panasonic SD 메모리 카드와 miniSD/microSD 카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카메라에서 카드를 포맷합니다.
- 이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SDHC 메모리 카드는 2GB를 초과하는 대용량 메모리 카드용으로 SD Association이 2006년에 만든 표준입니다.
- SDXC 메모리 카드는 32GB를 초과하는 대용량 메모리 카드용으로 SD Association이 2009년에 만든 표준입니다.

9 P2 메모리 카드 액세스 LED(44 페이지)  
P2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된 카드의 레코딩과 재생 액세스 상태를 표시합니다.

10  P2 메모리 카드 슬롯(43 페이지) 
11  <MONITOR SEL> 버튼

버튼을 누를 때마다 스피커, <PHONES> 터미널, <AUDIO OUT> 터미널로 출력하는 오디오 채널을 [CH1/2] 혹은 [CH3/4]로 전환합니다.
오디오 채널 레벨 미터의 채널 디스플레이는 같이 전환됩니다.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12  <FF/     > 버튼
이 버튼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합니다.
멈춤 도중 이 버튼을 눌러 빠른 재생을 실행합니다.
이 버튼을 재생 도중 눌러 4x 속도 재생을 실행합니다.
재생이 멈췄을 때 누르면, 재생되던 클립은 다음 클립의 시작 위치에서 멈춥니다.(큐 상태)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13  <STOP> 버튼
이 버튼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재생을 정지합니다.
인터벌 레코딩 혹은 원샷 레코딩을 정지했을 때 혹은 원클립 레코딩의 클립으로 합치기를 끝냈을 때 이 버튼을 누릅니다.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14  <     /REW> 버튼
이 버튼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합니다.
멈춤 도중 이 버튼을 눌러 빠른 역재생을 실행합니다.
이 버튼을 재생 도중 눌러 4x 속도 역재생을 실행합니다.
재생이 멈췄을 때 누르면, 재생되던 클립은 그 클립의 시작 위치에서 멈춥니다.(큐 상태)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15  <KEY LOCK> 스위치(142 페이지) 
SmartUI와 썸네일 작동과 관련된 버튼 작동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LIGHT> 버튼 작동은 가능합니다.

16  <USB2.0> 터미널(디바이스)(160 페이지) 
17  <USB2.0> 터미널(호스트)(160 페이지) 

USB 2.0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USB MODE]를 이용하여 [ON]으로 설정하면 USB 2.0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의 레코딩/재생과 클립 작동은 제한됩니다.

18  <PLAY/PAUSE> 버튼
이 버튼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작동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재생 이미지를 봅니다.
재생 도중 눌러 재생을 멈춥니다.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19  <HOME> 버튼(142 페이지) 
SmartUI에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0 <SETUP> 버튼(147 페이지) 
SmartUI에 [SETUP]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1  <AUDIO> 버튼(145 페이지) 
SmartUI에 [AUDIO]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2  <CAM> 버튼(145 페이지) 
SmartUI에 [CAMERA]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 촬영과 레코딩/재생 기능 섹션

SD 메모리 카드(옵션)용 삽입 슬롯입니다. 레코딩/설정 메뉴 열기와 카메라용 렌즈 파일, 메타데이터 업로딩 혹은 프록시 레코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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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IGHT> 버튼
SmartUI의 라이트닝을 콘트롤합니다. 누를 때마다 SmartUI의 라이트가 켜지고 꺼집니다.

24 <HDMI> 터미널(76 페이지) 
모니터용 비디오의 출력 터미널입니다.

Chapter 2 부분의 설명 - 촬영과 레코딩/재생 기능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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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메뉴 작동 섹션과 썸네일 작동 섹션  

메뉴 작동 섹션과 썸네일 작동 섹션

21
3 4 5 6 7

1  조그 다이얼 버튼(117 페이지) 
 • 설정 메뉴가 디스플레이될 때, 설정 메뉴 페이지를 검색하여 아이템을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을 아래쪽으로 돌리면 커서가 

 • 설정 메뉴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 셔터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고 synchro-scan 모드를 선택하면 synchro-scan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가변적일 때, [F.JOG CT]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면 조그 다이얼 버튼의 화이트 밸런스 가변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MENU> 버튼(117 페이지) 
이 버튼을 눌러 [USER MENU]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이 버튼을 3초 이상 눌러 메인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다시 눌러 원래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거나 레코딩 도중에 버튼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

3 <THUMBNAIL> 버튼(101 페이지)  

불가능합니다.

4 <EXIT>/<CANCEL> 버튼(103, 117 페이지)  
설정 메뉴 혹은 속성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이전 상태로 디스플레이를 복구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이 버튼을 누르면 취소 버튼과 동일한 작동을 합니다. 이 기능은 예를 들어 클립 선택을 일괄 취소할 때 편리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윗쪽으로 돌리면 커서가 위로 이동합니다. 설정을 정하려면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기능입니다.

5 커서/<SET> 버튼(103, 117 페이지)  
설정 메뉴와 썸네일을 작동합니다.
4개의 삼각형 버튼은 커서 버튼이고 가운데 사각형 버튼은 <SET> 버튼입니다.

6 <THUMBNAIL MENU> 버튼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썸네일 작동과 클립 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커서/<SET> 버튼과 <EXIT>/<CANCEL> 버튼을 이용하여 썸네일을 선택하거나 메뉴를 작동합니다.(103 페이지)  

버튼을 눌러 뷰 파인더와 카메라에 연결된 모니터 스크린에 썸네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레코딩과 재생 도중 버튼 작동은

7  <SHIFT> 버튼(103, 117 버튼)  
다른 버튼을 사용할 때 동시에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실행되는 작동은 각 버튼의 아래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커서 버튼(    /    )을 누릅니다.

썸네일 스크린의 시작 혹은 끝에서 커서가 클립의 썸네일로 이동합니다.

 •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SET>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에 선택된 클립부터 현재 커서 위치까지의 모든 클립을 선택합니다.

 •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EXIT>/<CANCEL> 버튼을 누릅니다.

취소 기능과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실행되는 작동은 각 작동 섹션에서 주황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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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시간 코드 섹션  

시간 코드 섹션

HOLD COUNTER RESET MONITOR SEL

/REW STOP FF/ PLAY/PAUSE

CAM

AUDIO

SETUP

SET

THUMBNAIL
KEY LOCK

TOP SHIFT

HOME

LIGHT

0

-10
-18
-20

-30

dB

TC NDF SLABE P -REC

1 2

MEDIA
E F

BATT
E F

CH1

CH2

A 

543

1
2

1  <GENLOCK IN> 터미널(94 페이지)  
Genlock이 카메라 유닛에 있을 때 혹은 외부에서 시간 코드를 잠글 때 레퍼런스 시그널 터미널을 입력합니다.

참 조

 • 입력 시그널로 HD의 Y 시그널 혹은 복합 시그널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에서 복합 시그널의 서브 캐리어는 외부에서
잠글 수 없습니다.

2 <TC IN/OUT> 터미널(88 페이지) 
시간 코드용 입력/출력 터미널입니다.

 • 메뉴에서 입력/출력을 전환합니다.

 • 시간 코드가 잠겼을 때 이 터미널로 레퍼런스 시간 코드를 입력합니다.

 • 외부 디바이스의 시간 코드가 카메라의 시간 코드로 잠겼을 때 외부 디바이스의 시간 코드 입력 터미널로 연결합니다.
(95 페이지) 

3 <HOLD> 버튼
카운터 디스플레이 영역의 시간 데이터 표시는 이 버튼이 눌려지는 동안 보류됩니다. 하지만, 진행하면 계속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카운터 값, 시간 코드, 사용자 비트, VITC 사용자 비트 정보를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합니다.

다시 눌러 보류된 상태를 릴리스합니다.
이 기능은 특정 레코드 씬의 시간 코드 혹은 카운터 값을 알기 위해 사용됩니다.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4 <COUNTER> 버튼(92 페이지)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5 <RESET> 버튼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의 카운터 디스플레이를 리셋합니다.
SmartUI의 [HOME] 스크린이 아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기능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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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경고와 상태 디스플레이 섹션  

경고와 상태 디스플레이 섹션

2

431

1  후방 tally 램프

2 후면 tally 램프
후방 tally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램프는 후방 tally 램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3 후방 tally 스위치
후방 tally 램프와 후면 tally 램프의 작동을 콘트롤합니다.
<ON> : 후방 tally 램프와 후면 tally 램프를 이용 가능합니다.
<OFF> : 후방 tally 램프와 후면 tally 램프를 이용 불가능합니다.

4 <WARNING> 램프(194 페이지) 

후방 tally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램프는 뷰 파인더에서 전방 tally 램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메모리에 비정상적인 것이 발생하면 반짝이기 시작하거나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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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부분의 설명 - 스마트 UI 디스플레이([HOME] 스크린)  

스마트 UI 디스플레이 ([HOME] 스크린)

TC NDF SLAVE P -REC

1 2

MEDIA
E F

BATT
E F

CH1

CH2

A 

3

1

4

6

5

2

1  미디어 잔여 공간 표시 바
7 마디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P2 카드의 잔여 여유 공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각 마디는 3분에 상응하고, P2 카드 잔여 시간의 감소는 한번에 하나씩 없어지는 마디로 표시됩니다.

2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 바
디지털 표시(% 표시)로 배터리를 사용할 때, 배터리 충전 레벨이 70% 이상이면 7 마디 모두가 F 위치까지 
켜집니다.
배터리 충전 레벨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마디는 각 10% 감소마다 하나씩 꺼집니다.

3 오디오 채널 레벨 미터
눈금 하나는 2 dB 단위를 표시하고, 최소 표시는 -36dB이고 최고 위치에서 ■ 로 [OVER] 표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MONITOR SEL> 버튼을 누를 때마다, [CH1]/[CH2], 스테레오, [CH3]/[CH4] 사이에서 전환되고, 레벨 미터의 채널 디스플레이는
그것에 따라 전환됩니다.(145 페이지) 
모니터 오디오로 채널 출력은 화이트 드롭 아웃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스테레오가 선택되었을 때, 양쪽 채널은 화이트 드롭아웃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4 시간 코드 표시
<COUNT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는 [CLIP] → [TC] → [tc] → [UB] → [FR] → [CLIP](뷰 파인더는 디스플레이 안됨)* → [CLIP]의
순서로 변경됩니다.

[CLIP] : 시:분:초로 카운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C] : 시:분:초:프레임으로 시간 코드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tc] : 시:분:초:프레임으로 시간 코드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프레임은 프레임 단위를 24 프레임으로 전환한 후에 디스플레이됩니다.
[UB] : 사용자 비트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R] : 레코딩이 실행되는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60i] : 

 • [60P] : 60P 프로그레시브 모드(60 frames/sec) 

 • [30P] : 30P 프로그레시브 모드(30 frames/sec)

 • [24P]* : 24P 프로그레시브 모드(24 frames/sec)

 • [50i] : 

 • [50P] : 50P 프로그레시브 모드(50 frames/sec)

 • [25P] : 25P 프로그레시브 모드(25 frames/sec)

* [24P]일 때, 시퀀스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NDF] : 시간 코드가 non-drop 프레임 모드에 있을 때 표시됩니다.
[DF] : 시간 코드가 드롭 프레임 모드에 있을 때 표시됩니다.
[HOLD] :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리더 값이 유지될 때 표시됩니다.
[F-RUN] : 시간 코드가 레코딩 작동에 상관없이 미리 연속적으로 설정될 때 표시됩니다.
[R-RUN] : 시간 코드가 레코딩 도중에만 미리 설정될 때 표시됩니다.
[SAVE] : 시간 코드가 외부에서 잠길 때 표시됩니다.

5 레코딩 모드 디스플레이
[REC] : 표준 레코딩
[P-REC] : 프리 레코딩
[i-REC] : 인터벌 레코딩
[L-REC] : 루프 레코딩
[SIMUL] : 동시 레코딩

6 상태 정보
오디오 레벨 디스플레이 : 오디오 [CH1]/[CH3] 혹은 [CH2]/[CH4]의 오디오 볼륨과 오디오 레벨이 자동 조정 모드에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자동 조정 모드에서 [A]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오디오 입력 : 오디오 [CH1], [CH2], [CH3], [CH4] 입력 설정을 표시합니다.
USB가 연결되었을 때 :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USB MODE]가 [ON]으로 설정되었을 때와 [USB MODE SELECT]를 사용하여 선택된
디바이스가 연결되었을 때 표시합니다.

 • USB 호스트 모드에서 : [USB HOST CONNECTED]/[USB HOST DISCONNECTED]

 • USB 디바이스 모드에서 : [USB DEVICE CONNECTED]/[USB DEVICE DISCONNECTED]

에러, 카드 경고 디스플레이 : 카메라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코드를 표시합니다.

* 뷰 파인더의 시간 코드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60i 인터레이스 모드(60 fields/sec)

50i 인터레이스 모드(50 fields/sec)



카메라를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와 렌즈를 순서에 따라 장착합니다. 액세서리의 장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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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파워 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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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사용

 ■ Anton/Bauer 배터리

HYTRON140

DIONIC90, DIONIC HC

 ■ IDX 배터리

ENDURA10

 ■ PAG 배터리

PAG L96e

참 조

 •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를 이용하여 [BATTERY SELECT]를 변경하여 다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연결 가능한 이미 입증된 배터리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 충전기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충전에 관한 상세 내용은 각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장착과 설정

Anton/Bauer 배터리 사용

라이트용 파워 서플라이 출력 터미널

Anton/Bauer 배터리

라이트 콘트롤 스위치

릴리스 레버

1  Anton/Bauer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2 배터리 터미널 삽입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3 배터리 형태를 설정합니다.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를 이용하여 배터리 형태를 선택합니다.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11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Anton/Bauer 배터리는 라이트용 파워 서플라이 출력 터미널과 라이트 설치시 편리한 라이트 콘트롤 스위치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시스템에 대한 상세 내용은 Anton/Bauer, In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를 제거하려면, 배터리 홀더의 릴리스 레버를 완전히 아래로 내리고, 배터리를 장착시와 반대 방향으로 밀어서 제거합니다.

아래의 배터리의 카메라 연결은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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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파워 서플라이  

V-mount 배터리 사용

릴리스 레버

1  V-mount 형태 배터리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2 화살표 방향으로 밀어 넣습니다.

3 배터리 형태를 설정합니다.

 •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를 이용하여 배터리 형태를 선택합니다.

참 조

 • V-mount 형태 배터리 플레이트에 관한 정보는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V-mount 형태 배터리 플레이트를 사용할 때, 배터리 레벨 표시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퍼센트(%)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플레이트를 제거할 때, 릴리스 레버를 밀어서 제거합니다.
 • [BATTERY SELECT] 아이템에 없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 [TYPE A], [TYPE B], [TYPE C]를 설정하고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
각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BATTERY/P2CARD](135 페이지)와 [BATTERY SETTING](136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사용

<DC IN> 터미널

DC 케이블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1  카메라의 <DC IN> 터미널을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합니다.

2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POWER> 스위치를 켭니다.(외부 DC 파워 서플라이가 <POWER> 스위치가 있으면)

3 카메라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켭니다.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 전압이 카메라의 정격 전압과 호환되는지 확인한 후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체 암페어보다 여유있는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용 출력 암페어를 선택합니다.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체 암페어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력 소비량 + 전압
카메라의 전원을 켰을 때, 입력 전류가 생성됩니다. 전원을 켰을 때 충분하지 않은 전원 공급은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전원을 켰을 때 인터록에 의해 켜지는 연결된 디바이스(렌즈,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 등)와 카메라의 전체 전력 소비의 용량보다 2배를 보장할 수 있는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DC 케이블은 AWG18(정상 크로스 섹션 영역 0.824mm  ) 이상의 더블 코어 쉴드 코드를 사용합니다. 2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DC 출력 터미널과 카메라 <DC IN> 터미널의 핀 정렬을 확인하고
극성을 바로 연결하도록 합니다.

+12V 파워 서플라이가 실수로 GND 터미널로 연결되면, 화재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V-mount 형태 배터리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삽입하여 밀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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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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었으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전원 공급이 우선합니다.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동안 배터리는 제거하도록 합니다.

 •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POWER> 스위치를 켠 후 카메라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실행하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 전압이 너무 늦게 올라가서 카메락 오작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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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리를 <DC IN> 터미널로 연결할 때,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P2CARD] → [EXT DC IN SELECT]를 사용하여 배터리 형태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 배터리 레벨 표시 기능으로 배터리의 퍼센트(%) 디스플레이는 불가능합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파워 서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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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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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윗부분을 렌즈의 센터 마크와 정렬하여 렌즈를 장착합니다.(그림 2)

3 렌즈 레버를 내려 렌즈를 확실히 맞물리게 합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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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렌즈 플랜지 백 조정을 실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렌즈 플랜지 백 조정”(3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렌즈 취급시 렌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LENS> 터미널에서의 전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커넥터 시그널의 상세”(206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렌즈를 제거할 때, 디바이스 보호를 위해 마운트 캡을 씌웁니다.

조정합니다.

참 조

 • 조정 방법과 렌즈의 위치에 대한 설명은 렌즈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렌즈 플랜지 백 조정

줌 작동 도중 망원과 광각 위치 양쪽 모두 포커스된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으면, 렌즈 플랜지 백(렌즈 장착 표면에서 이미지 형성 표면까지의 거리)을 

한번 조정하면, 렌즈 플랜지 백은 렌즈를 교체할 때까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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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렌즈

약 3m

1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합니다.

렌즈 케이블을 확실히 연결합니다.

2 렌즈 조리개를 수동으로 놓고 완전히 엽니다.

3 렌즈 플랜지 백 조정 챠트를 렌즈에서 약 3m 떨어진 곳에 놓고 적절한 이미지 출력 레벨이 나오도록 
챠트에 조명을 조정합니다.

4 F.f(Flange focus) 링 클램핑 나사를 풀어줍니다.

5 줌 링을 수동 혹은 전동으로 망원의 최종 위치로 설정합니다.

6 렌즈를 렌즈 플랜지 백 조정 챠트로 겨냥하고 거리 링을 돌려 챠트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7 줌 링을 광각 최종 위치로 설정하고 F.f(Flange focus) 링을 돌려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때, 거리 링을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8 망원과 광각 위치 양쪽에서 렌즈의 포커스가 맞을 때까지 스텝 5 ~ 7을 반복합니다.

9 F.f(Flange focus) 링 클램핑 나사를 단단히 죄입니다.

참 조

•

화이트 셰이딩 보상

옵션인 세 개의 조정 가능한 데이터 아이템([LENS1], [LENS2], [LENS3])은 카메라의 화이트 셰이딩 보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셰이딩 보상은 [OFF]로 설정되었을 때 실행되지 않습니다.

화이트 셰이딩 데이터 선택

1  메인 메뉴 → [MAINTENANCE] → [WHITE SHADING] → [SHADING SELECT]를 이용하여 [LENS1], [LENS2], [LENS3], [OFF]를 선택합니다.

초기 설정은 [LENS1], [LENS2], [LENS3]에 보상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이트 셰이딩 조정

CHECK LUMINANCE LEVEL
ZEBRA ON EVF

SHADING: USER1 SET OK?
YES
NO PUSH SET

그림 1

1  카메라를 조정으로 설정합니다.

1)  렌즈를 카메라에 장착합니다.

 • 렌즈 케이블을 확실히 연결합니다.

2)  <SHUTT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고 <GAIN> 스위치를 <L>(0 dB)로 설정합니다. 

3)  렌즈가 익스텐더 기능을 갖고 있으면, 익스텐더 기능을 릴리스 합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이미지 레벨이 너무 높으면, 필터 혹은 셔터를 사용합니다.

F.b(Lens flange back) 링은 일부 렌즈에서 F.f(lens flange focus) 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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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인 메뉴 → [MAINTENANCE] → [WHITE SHADING] → [SHADING SELECT]를 이용하여 [LENS1], [LENS2], [LENS3]중 하나로 설정합니다.

5) 메인 메뉴 → [MAINTENANCE] → [WHITE SHADING] → [SHADING SET]을 이용하여 [EXECUTE]를 선택합니다.

 • [CHECK LUMINANCE LEVEL ZEBRA ON EVF] 메시지가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2 스크린을 설정합니다.

1)  전체 스크린으로 균일한 칼라의 흰색 종이를 촬영합니다.

2)  렌즈 조리개를 수동으로 설정하고 제브라 패턴이 전체 뷰 파인더 스크린을 덮도록 조정합니다.(그림 1)

 • 렌즈 조리개 콘트롤은 반드시 F4 - F11로 합니다.

 • 라이트닝이 조금이라도 일정하지 않으면 제브라 패턴이 전체 스크린을 커버하지 못하므로 라이트닝 위치를 조정합니다.

 •

3 화이트 밸런스/블랙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1)  <WHITE BAL> 스위치를 <A> 혹은 <B>로 설정하고, <AUTO W/B BAL> 스위치를 사용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AWB)

2)  <AUTO W/B BAL> 스위치를 사용하여 블랙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ABB)

3)  <AUTO W/B BAL> 스위치를 사용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다시 조정합니다.(AWB)

4 스텝 2-2를 반복합니다.

5 화이트 셰이드를 조정합니다.

1)  [YES]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 [SHADING ACTIVE] 메시지가 조정 도중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 몇 초 후 조정이 완료되면, [SHADING OK]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SHADING NG LEVEL OVER] 혹은 [SHADING NG LOW LIGHT]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 조리개를 다시 조정합니다.

 • 조정된 값은 자동으로 선택된 메모리([LENS1], [LENS2], [LENS3])에 저장됩니다.

6 렌즈가 익스텐더 기능을 갖고 있으면, 익스텐더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텝 2 ~ 5를 반복합니다.

저장됩니다.
조정 값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카메라를 끈 후에도 화이트 셰이딩을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조

 • 화이트 셰이딩이 조정되어도 렌즈 조리개가 열린(OPEN) 곳 근처에 수직 방향으로 컬러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옵티컬 시스템 고유의 부분입니다.
오작동이 아닙니다.

 • Genlock으로 인해 이미지가 방해되는 동안 화이트 셰이딩 조정이 실행되면, 조정은 정확하게 실행되지 않습니다.

형광등, 수은 램프와 기타 그런 종류의 조명은 깜빡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태양광 혹은 할로겐 램프같이 깜빡임이 적은 광원을
이미지가 정상으로 돌아간 후에 화이트 셰이딩 조정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도록 합니다.

 • <SHUTTER> 스위치를 <OFF>로 남겨둡니다.

화이트 셰이딩 데이터 타이틀 변경

1  메인 메뉴 → [MAINTENANCE] → [WHITE SHADING] → [SHADING SELECT]에서 변경하려는 타이틀의 화이트 셰이딩 데이터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2 메인 메뉴 → [MAINTENANCE] → [WHITE SHADING] → 에서 [NAME EDIT]을 선택합니다.

타이틀 입력 스크린과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 커서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키보드에서 설정하려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4 [OK]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타이틀이 업데이트됩니다.

색수차 보상 기능(CAC)

색수차 보상 기능은 주변 이미지에서 컬러 얼룩을 최소화합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 레코더 유닛을 사용하면서 렌즈 자체로 완전히 보상하기 어려운 주로 약간의 색수차로 인해 유발되는 등록 에러에 대해 
자동으로 보상합니다.

색수차 보상 기능과 호환되는 렌즈를 장착하면, 카메라가 렌즈의 색수차 보상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색수차 보상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흰색 종이에 비출 때 색온도가 다른 여러 개의 광원(예를 들어 형광등과 할로겐 램프)은 피하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값은 렌즈가 익스텐더 패턴을 갖췄을 때와 갖추지 않았을 때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하여 싱글 렌즈 파일 데이터로 카메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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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색수차란?

B
G
R

“색수차”는 여기에서는 줌 팩터 색수차를 가리킵니다. 줌 팩터 색수차는 적색(R)/녹색(G)/청색(B)에 따라 렌즈의 굴절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렌즈 자체의 색수차는 보상되지만, 특히 주변의 색수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 색수차는 줌 배율, 조리개, 포커스 거리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줌 렌즈에서 발생합니다. 
이미지 경우에서는 등록 에러입니다.

색수차 보상 기능

색수차를 보상하기 위해, 카메라 레코더에 대한 줌 배율, 조리개, 포커스 거리와 대한 렌즈의 색수차 특징을 미리 저장합니다.
그런 색수차 특징과 일치하도록 렌즈를 연결하고 그 렌즈의 줌 배율, 조리개, 포커스 거리에 일치하는 보상을 실행합니다.
아래와 같은 렌즈에 대한 색수차 보상 기능의 형태는 카메라에 선적되기 전에 저장됩니다.

카메라의 호환 가능한 부품 번호 표시 카메라의 호환 가능한 부품 번호 표시

XA16X 8A-XB4 XA16x 8A-XB4

참 조

 •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색수차 보상 기능의 작동

렌즈 데이터가 이미 카메라에 저장되었을 때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작동합니다.

1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하고 렌즈 커넥터를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2 메인 메뉴 → [MAINTENANCE] → [CAC ADJ] → [CAC CONTROL]을 이용하여 [ON]으로 설정합니다.

카메라에 저장된 렌즈 모델 번호가 연결된 렌즈 모델 번호와 일치하면, 카메라에 저장된 색수차 데이터는 자동으로
읽힙니다.

색수차 보상 기능의 작동 상태 확인

1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방향으로 ##회 밉니다.

모드 확인 [CAC INFO]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CAC CONT]가 [CAC INFO] 스크린에서 [ON]으로 디스플레이되면, 색수차 보상 기능은 작동중입니다. [ON]이 아닌 것으로 디스플레이되면,
색수차 보상 기능은 작동중이 아닙니다.
또한 스마트 UI [CAM01:STATUS] 스크린에서 [CAC ACTIVE]가 디스플레이되면, 색수차 보상 기능은 작동중입니다.
[CAC ACTIVE]이 아닌 것이 디스플레이되면, 색수차 보상 기능은 작동중이 아닙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색수차 보상 기능과 호환되는 렌즈에 대한 추가 정보와 수정 정보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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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그림 1 그림 2

1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색수차 보상 데이터가 저장된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삽입합니다.

다운로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 사이트를 참조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2 메인 메뉴 → [MAINTENANCE] → [CAC ADJ] → [CAC CARD READ]에서 [LOAD]를 선택합니다.(그림 1)

3 로드할 파일 번호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그림 2)

4 [YES]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5 저장할 파일 번호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6 [YES]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7 여러 개의 색수차 보상 데이터 파일을 카메라에 저장하려면 스텝 2 - 5를 반복합니다.

8 메뉴 작동을 끝내려면 <MENU>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가 사라지고, 카메라 상태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참 조

 •

상세 내용은 “카메라에서 색수차 보상 파일 삭제”를 참조합니다.(35 페이지)

1  메인 메뉴 → [MAINTENANCE] → [CAC ADJ] → [CAC CONTROL]을 이용하여 [OFF]로 설정합니다.

2 [LIST/DELETE]를 이용하여 삭제하려는 렌즈 부품 번호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3 [YES]를 선택하고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색수차 보상 데이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때

색수차 보상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거나 색수차 보상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로드되지 않을 때, 뷰 파인더에 에러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색수차 보상 파일 로딩

SD 메모리 카드의 CAC 파일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카메라 메모리에 저장된 CAC 파일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CAC 파일이 카메라 메모리로 로드됩니다.

최대 32개 파일을 카메라에 로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로드하려면, 새로운 파일을 로드하기 전에 어떤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카메라에서 색수차 보상 파일 삭제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파일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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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메시지 의미 조치

[CAC FILE DATA NOT FOUND] 색수차 보상 기능이 [ON]일 때, 연결된 렌즈와 일치하는 
색수차 보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카메라를 켰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연결된 렌즈와 일치하는 색수차 보상 데이터를 카메라에
로드합니다.

[CAC LENS DATA INVALID] 렌즈에서 해당 데이터를 지원하지 않거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렌즈가 색수차 보상 기능과 호환되는 렌즈가 아닙니다.
색수차 보상 기능이 기능하지 않지만 사용상의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LENS INIT. NOT COMPLETED] 렌즈의 위치 감지(포커스 줌)이 인코더 형태이고,
초기화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작동 범위의 중심을 지나도록 포커스/줌 링을 돌립니다.

참 조

 • 렌즈 옵티컬 시스템 액세서리(컨버터 렌즈 부착)을 장착할 때, 렌즈의 옵티컬 특징이 변경되어 종종 색수차 보상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색수차 보상 기능을 [OFF]로 설정합니다.

 • CANON 렌즈에 포커스 서버를 사용할 때, 자동 초기화 모드에서 초기화를 완료한 후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는 종종 포커스 링이 움직일 때 레코딩됩니다. 

 • 색수차 보상 기능이 기능하지 않는 동안 에러 메시지도 디스플레이되지 않으면, 렌즈의 소프트웨어 버젼이 구버젼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렌즈의 제조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렌즈 장착과 조정

해당 데이터가 색수차 보상 데이터에서 규정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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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오디오 입력 준비  

오디오 입력 준비
오디오 입력 디바이스와 연결을 위해 카메라를 준비합니다.

전면 마이크로폰 사용

마이크로폰 키트 AJ-MC700G(옵션), AG-MC200G(옵션) 등과 같은 마이크로폰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AUD02:INPUT [CH3/4]

[  IN  ] [ LVL ] [  IN  ] [ LVL ]

CH1

REAR
AUTOW.L.
MANU

CH2

FRONT
W.L.
REAR

AUTO
MANU

FRONT

뷰 파인더

마이크로폰 홀더

<MIC IN> 터미널

뷰 파인더 클램핑 나사

그림 1

그림 4

그림 2 그림 3

1  마이크로폰 홀더를 엽니다.(그림 1)

2 마이크로폰을 장착하고 뷰 파인더 클램핑 나사를 조입니다.(그림 2)

3 마이크로폰 연결 케이블을 카메라의 <MIC IN> 터미널에 연결합니다.(그림 3)

4 레코드되는 오디오 채널에 따라,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입력 시그널을 [FRONT]로 전환합니다.
(그림 4)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 사용시

AUD02:INPUT [CH3/4]

[  IN  ] [ LVL ] [  IN  ] [ LVL ]

CH1

FRONT
W.L. W.L.
REAR

AUTO
MANU

CH2

FRONT

REAR
AUTO
MANU

그림 1 그림 2

1  커버를 제거하고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를 삽입하고 나사로 단단히 고정합니다.(그림 1)

2 레코드되는 오디오 채널에 따라,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입력 시그널을 [W.L.]로 전환합니다.

3 2 채널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를 사용할 때, 메인 메뉴 → [AUDIO SETUP] → [INPUT SETTING] → [WIRELESS TYPE]을 이용하여 
[DUAL]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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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디바이스 사용

c

a b

a : <AUDIO IN CH1/3> 터미널

b : <AUDIO IN CH2/4> 터미널

c : <LINE>/<MIC> 스위치

1  오디오 장비를 XLR 케이블로 카메라의 <AUDIO IN CH1/3> 혹은 <AUDIO IN CH2/4>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2 XLR 케이블이 연결된 채널에 따라,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입력 시그널을 [REAR]로 전환합니다.

3 후면 스크린의 <LINE>/<MIC>를 <LINE>으로 전환합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오디오 입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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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액세서리 장착  

액세서리 장착

삼각대 부착

카메라에 삼각대를 부착할 때, 삼각대 어댑터 SHAN-TM700(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림 1 그림 2

삼각대 어댑터

팬 헤드

1  삼각대에 삼각대 어댑터를 장착합니다.(그림 1)

2 삼각대 어댑터에 카메라를 장착합니다.(그림 2)

카메라를 홈을 따라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참 조

 • 카메라와 삼각대 어댑터 결합의 중력 중심을 고려하여, 어댑터에 적절한 구멍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구멍의 직경과 팬 헤드 나사의 직경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삼각대 어댑터에서 카메라 제거

레드 레버를 내린 채 블랙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카메라를 뒤로 밀어 제거합니다.

숄더 스트랩을 탈착하려면, 먼저 후크를 열고 스트랩을 탈착합니다.

레드 레버 블랙 레버

참 조

 • 카메라를 제거한 후에 삼각대 어댑터 핀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레드 레버를 아래로 내린 채 블랙 레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움직여 핀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핀이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으면 카메라를 부착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숄더 스트랩 부착

숄더 스트랩

후크를 눌러 엽니다.

참 조

 •

숄더 스트랩 피팅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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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커버 부착

코드를 조입니다. 표면을 확실히 조입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액세서리 장착

아래 그림은 레인 커버 SHAN-RC700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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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외부 레코딩 시작/정지 스위치에 <DC OUT> 터미널 연결  

외부 레코딩 시작/정지 스위치에 <DC OUT> 터미널 연결
카메라의 <DC OUT> 터미널에서 1.5A의 전류를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레코딩 시작/정지는 이 터미널에 외부 스위치를 연결하여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에 연결된 LED는 tally 램프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크레인에 카메라를 고정하여 비디오를 촬영할 때 유용합니다.

1

23

4

LED

저항

시작/정지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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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딩

<DC OUT> 터미널

1  GND

2 TALLY OUT
카메라 측의 컬렉터 출력을 엽니다.
Tally 램프 켜짐 : 낮은 임피던스
Tally 램프 꺼짐 : 높은 임피던스

3 레코딩 시작/정지 스위치
카메라의 <REC> 버튼과 렌즈의 <VTR> 버튼에 병렬로 연결됩니다.

4 +12 V

참 조

 • 외부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전에 극성이 바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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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내부 시계의 날짜/시간 설정  

내부 시계의 날짜/시간 설정
시간 값은 콘텐트(클립)로 레코드되고 썸네일 재생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레코딩하기 전에, 반드시 날짜와 시간 대역을 
확인하고 설정합니다.

1  3초 이상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2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CLOCK SETTING]을 선택하여 연, 월, 일, 시를 설정합니다.

메뉴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11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3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TIME ZONE]을 선택하여 그리니치 표준시와의 시차를 설정합니다.

 ■ 시간 대역표

시차 지역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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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 설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용 도중 설정을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 시계의 정확도는 전원 꺼짐으로 인해 약 ±30초의 월운동 부등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필요하면, 전원을 켤 때마다 시간을 확인하고
재설정합니다.

 • 내장 시계는 카메라의 내장 리튬 셀로 몇 년간 작동합니다. 리튬 셀이 거의 다 되면,      이 카메라를 켤 때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상세 내용은 “유지 보수”(193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메인 메뉴 스크린이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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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P2 카드  

P2 카드

P2 카드 삽입

 
microP2 메모리 카드를 사용할 때 microP2 카드 어댑터 AJ-P2AD1G(옵션)이 필요합니다.

최초로 카메라를 사용할 때, 사용하기 전에 시간 데이터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42 페이지)

배출 버튼

P2 카드 액세스 LED

슬롯 커버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1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그림 1)

2 카드 슬롯에 카드를 삽입합니다.

 • P2 메모리 카드

- 배출 버튼이 튀어 나올 때까지 로고가 위를 향하게 하여 카드를 삽입합니다.(그림 2)
 • microP2 메모리 카드

- microP2 카드 어댑터를 삽입합니다.(그림 4) 배출 버튼이 튀어 나올 때까지 로고가 위를 향하게 하여 microP2 카드 어댑터를 카드 슬롯에
삽입합니다.(그림 2)

3 튀어나온 배출 버튼을 우측으로 누릅니다.(그림 3)

P2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 혹은 녹색으로 켜지는지 확인합니다.(44 페이지)  
카드 슬롯에 2개의 P2 카드가 삽입되면, 낮은 슬롯 번호의 p2 카드가 첫번째로 레코드됩니다. 하지만, 슬롯 번호와 상관없이, P2 카드가 늦게
삽입되면 P2 카드는 먼저 삽입된 P2 카드가 레코드되기 전에는 액세스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 예 : P2 카드가 2개의 슬롯에 삽입되었을 때

양쪽 슬롯 모두 P2 카드를 포함하고 있으면, P2 카드는 슬롯 번호 1 → 2의 순서로 레코드됩니다. 하지만, 슬롯 번호 1의 P2 카드가 제거된 후
다시 삽입되면, P2 카드는 다음의 순서대로 사용됩니다. : 슬롯 번호 2 → 1.

레코드되는 P2 카드 번호는 카메라가 꺼져도 유지됩니다. 카메라가 다음에 켜질 때, 레코딩은 카메라가 꺼지기 전과 동일한 P2 카드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카드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

참 조

 • 추락, 먼지,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 슬롯 커버를 확실하게 닫도록 합니다.
 • 반드시 P2 카드를 P2 디바이스에서만 포맷하도록 합니다.
 • microP2 메모리 카드가 아닌 SDHC/SDXC 메모리 카드가 microP2 카드 어댑터에서 사용되면, 작동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P2 카드 제거

그림 1 그림 2

1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

2 카드를 제거합니다.

배출 버튼을 올리고(그림 1), 누릅니다.(그림 2)Lift the eject button (Fig. 1), and press in. (Fig. 2)

참 조

 •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액세스 도중 P2 카드가 제거되면, 카드의 클립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 클립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107 페이지)

전원을 끄고 P2 카드를 다시 포맷합니다.

 
 • 포맷 도중 P2 카드가 제거되면, 제거된 P2 카드의 포맷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TURN POWER OFF]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삽입 후, 카드가 액세스되거나 인식(P2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으로 반짝임)될 때 P2 카드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액세스되는 도중 P2 카드를 제거하면, [TURN POWER OFF]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는 tally 램프 등을 통해서
경고 표시를 디스플레이합니다.(19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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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 도중 P2 카드가 다른 슬롯으로 삽입되면, 삽입된 카드는 인식되지 않고 P2 카드 액세스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P2 카드는 재생이 끝나면
인식됩니다.

 • P2 카드가 레코딩 도중 빈 카드 슬롯에 삽입되어도, P2 카드는 아래와 같은 경우 바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 프리 레코딩 직후

 • P2 카드 액세스 LED는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ACCESS LED]에서 계속해서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를 제거하기 전, 카드를 삽입한 후 혹은 작동(레코딩, 재생 등)이 정지한 후 전원을 끄고 카드를 제거하기 전에 완전히 충전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발적 삭제 방지

실수로 레코드된 P2 카드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도록, P2 카드의 쓰기 방지 스위치를 보호 쪽(혹은 LOCK 쪽)으로 설정합니다.

쓰기 방지 스위치 쓰기 방지 스위치

참 조

 • 쓰기 방지 스위치는 카드가 액세스 되는 동안 전환될 수 있지만(레코딩 혹은 재생 도중), 카드의 액세스가 정지할 때까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P2 카드 액세스 LED와 P2 카드의 상태

P2 카드 액세스 LED P2 카드 상태 모드 확인 디스플레이*

녹색으로 켜짐 레코딩 가능 읽기/쓰기 모두 가능합니다.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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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

주황색으로 반짝임 카드 액세싱 읽기/쓰기가 현재 실행됩니다. [ACCESSING]

주황색으로 빠르게 반짝임
카드가 인식되고
있음

P2 카드가 인식되고 있습니다. [INFO READING]

녹색으로 느리게 반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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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쓰기 방지
P2 카드의 쓰기 방지 스위치가 보호 위치에 있습니다.
읽기만 가능합니다.

[PROTECTED]

레코딩불가 카드

SD 메모리 카드 등이 삽입되어 현재 설정된 레코딩 
포맷으로 레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카드를 레코드하려면, 레코딩 포맷을 변경하거나
P2 카드를 사용합니다.

[REC IMPOSSIBLE]

꺼짐

지원되지 않는 카드
이 카드는 카메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교체합니다.

[NOT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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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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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CARD]

비공인 카드

이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메인 메뉴 → [CLIP] → [AUTHENTICATE]를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상세 내용은 “수동 CPS 인증”(114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AUTH NG]

USB 액세스 없음
모드가 USB 디바이스 모드이므로 P2 카드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No display

*  모드 확인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상세 내용은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152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P2 카드 레코딩 시간

 ■ 카메라에서 지원되는 P2 카드

4GB ~ 64GB의 옵션 P2 메모리 카드와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카메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4년 9월 현재) 

참 조

 • AJ-P2C002SG(2GB)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카메라에 설치된 드라이버는 P2 카드의 형태에 따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198 페이지)  
 • 이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에 대해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Chapter 3 사용 준비 - P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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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 카드 레코딩 시간

(64 GB 카드 사용시 예) 

시스템 모드 레코딩 포맷(코덱) 레코딩 시간

1080-59.94i/P

AVC- Intra 100 약 64 min

AVC- LongG 25 약 128 min

AVC- LongG 12 약 256 min

1080i, 720P

AVC- Intra 100 약 64 min

AVC- Intra 50 약 128 min

AVC- LongG 50 약 128 min

AVC- LongG 25 약 256 min

AVC- LongG 12 약 512 min

DVCPRO HD 약 64 min

480i, 576i

DVCPRO50 약 128 min

DVCPRO 약 256 min

DV 약 256 min

참 조

 • 위의 표는 일반적인 레코딩에 대한 수치입니다. 네이티브 레코딩은 시스템 모드에 따라 더 긴 레코딩 시간이 가능합니다.
 • 32GB P2 카드의 경우, 레코딩 시간은 위의 레코딩 시간의 1/2이 되고, 16GB P2 카드의 경우 레코딩 시간이 1/4,  
8GB P2 카드의 경우 레코딩 시간이 1/8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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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 분할

8GB 이상 용량의 P2 카드를 사용하면, 하나의 연속적인 레코딩 시간이 아래의 시간을 초과하면 레코딩은 자동으로 다른 클립으로 계속됩니다. 
P2 디바이스에서 클립의 썸네일을 취급(디스플레이, 삭제, 복구 등)할 때, 이 클립은 하나의 클립으로 간주됩니다.
이 클립은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와 컴퓨터에서는 별개의 클립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AVG-LongG 코덱으로 32GB를 초과하는 microP2 메모리
카드에 레코딩할 때, 레코딩은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FILE SPLIT]에서 [ONE FILE]을 선택하여 같은 클립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레코딩 시간(네이티브 레코딩 제외) 연속 레코딩 시간

AVC- Intra 100 (1080i)
DVCPRO HD

약 5 min

AVC- LongG 50
AVC- Intra 50
DVCPRO50

약 10 min

AVC- LongG 25
DVCPRO

DV
약 20 min

AVC-LongG 12 약 40 min

CPS (콘텐트 보호 시스템)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제3자로의 데이터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 포맷을 가능하게 하는 보안 기능인 “CPS(콘텐트 보호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CPS 기능을 사용하려면, CPS 패스워드를 본체에 설정하고 microP2 메모리 카드 인증과 암호 포맷 기능이 가능해야합니다.
암호화된 microP2 메모리 카드는 동일한 CPS 패스워드가 설정된 디바이스에서는 자동으로 인식되고, microP2 메모리 카드의 레코딩과 재생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CPS 패스워드 설정”(11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CPS의 설정 혹은 삭제는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 → [CPS PASSWORD]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6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된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컴퓨터의 SD 카드 슬롯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
 • 카드의 인식이 불가능하면, 정확한 패스워드 혹은 포맷으로 인증하고 레코딩 미디어로 카드를 사용합니다. 인식에 실패한 레코딩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삽입된 실패한 카드에 수동 인증과 포맷이외에 다른 작동을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USB 디바이스 모드에서 컴퓨터로 암호화된 카드에 액세스하려면, P2 Viewer Plus로 암호화된 카드를 인증합니다.

 
•

Chapter 3 사용 준비 - P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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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카드에 레코드된 데이터 취급 방법

P2 카드는 전문 비디오 제작과 DVCPRO P2 시리즈를 구성하는 방송 디바이스에 레코딩 미디어로 사용되는 
반도체 메모리 카드입니다.

 •
다양한 다른 중요한 정보 아이템을 포함한 MXF 파일이 있는 독특한 포맷입니다. 
폴더 구조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P2 포맷에 레코드된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LASTCLIP.TXT*

AUDIO

AVCLIP

CLIP

ICON

PROXY

VIDEO

VOICE

CONTENTS

Drive:\

여기의 모든 폴더들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의 일부만이라도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데이터는 더이상 P2 데이터로 
인식되지 않거나, 카드는 더이상 P2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P2 디바이스로 레코드된 마지막 클립의 정보가 씌여지는 
파일입니다.

참 조

 • microP2 메모리 카드 호환 디바이스가 아닌 디바이스에 포맷된 P2 카드는 AVCLIP 폴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AVCLIP 폴더가 없는 P2 카드에 대해,
레코딩이 microP2 메모리 카드 호환 디바이스에서 실행될 때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P2 카드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P2 카드로 다시 쓸 때,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P2 Viewer Plus”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아야 합니다. P2 Viewer Plus의 다운로드와 작동 환경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아래 스텝에 따라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Microsoft Windows Explorer 혹은 Apple Finder같은 일반 IT 툴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P2 카드로 데이터를 다시 쓸 때는 반드시 P2 Viewer Plus를 사용합ㅎ니다.
- 
- 
- 
- 여러 개의 P2 카드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할 때, 동일한 이름의 파일이 덮어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P2 카드에 대한 폴더를

만들도록 합니다.
- P2 카드에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 P2 카드를 반드시 P2 디바이스 혹은 P2 Viewer Plus에서 포맷합니다.

Chapter 3 사용 준비 - P2 카드

P2 포맷으로 레코드된 데이터가 파일 포맷에 들어가면, 컴퓨터와 뛰어난 호환성을 갖고 있습니다. 파일 구조는 비디오와 오디오 데이터에 추가하여

해당 CONTENTS 폴더와 LASTCLIP.TXT 파일을 묶음으로 같이 전송합니다.
CONTENTS 폴더에서 갭ㄹ 파일을 전송하지 않도록 합니다.
복사할 때, CONTENTS 폴더와 동일한 횟수로 LASTCLIP.TXT 파일을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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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사용 준비 - Tally 램프 

Tally 램프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TALLY LAMP]에서 [OFF]가 아닌 다른 것을 설정하면, 사진찍는 도중 tally 램프 라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의 잔여 용량이 소비되었을 때(초당 4회)

 • P2 카드가 레코드할 여유 공간이 없고 배터리 레벨이 낮을 때(초당 1회)

 • P2 카드가 액세스 도중 제거되었을 때(초당 4회)

 • P2 카드가 더이상 레코드할 공간이 없을 때(초당 4회)

•
(초당 4회)

후면 Tally 램프

후방 tally 램프

<GENLOCK IN> 터미널에 대한 레퍼런스 시그널의 변동과 시스템 에러 혹은 레코딩 이상과 같은 경고가 디스플레이될 때

또한, tally 램플는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짝입니다.



레코딩에 대한 기본 절차를 설명합니다. 또한, 프리 레코딩과 루프 레코딩과 같은 특수 촬영 방법도 설명합니다.

Chapter 4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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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기본 절차  

기본 절차
이 섹션은 촬영에 대한 기본 절차를 설명합니다. 촬영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촬영 준비를 한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사전에 검사하도록 합니다.(190 페이지) 

촬영 준비

P2 카드 삽입을 위한 파워 서플라이 설정

1

2

그림 1 그림 2

1  충전된 배터리 팩을 삽입합니다.(그림 1)

2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켜고 배터리 충전 레벨을 확인합니다.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 바가 낮은 배터리 충전 레벨로 나타나면, 배터리 설정을 확인합니다.(135 페이지)  
뷰 파인더나 SmartUI의 [HOME] 스크린에서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를 확인합니다.

설정이 올바르면,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합니다.

3 P2 카드를 삽입하고 P2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 혹은 녹색으로 켜지는지 확인하고 나서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

2개의 P2 카드가 카드 슬롯에 삽입되면, 데이터는 낮은 슬롯 번호의 P2 카드에 먼저 레코드됩니다. 하지만, P2 카드가 나중에 삽입되면,
슬롯 번호에 상관없이, P2 카드로의 레코딩은 먼저 삽입된 P2 카드에서 실행됩니다.

 • 예 : P2 카드가 2개의 슬롯에 삽입되었을 때

양쪽 슬롯에 P2 카드가 삽입되면, P2 카드로의 레코딩은 슬롯 번호 1 → 2의 순서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P2 카드를 슬롯 1에서 제거하고 다시 삽입하면, P2 카드의 레코딩은 슬롯 2 → 1의 순서로 실행됩니다.

레코드되는 P2 카드 번호는 카메라가 꺼져도 유지됩니다. 카메라가 다음에 켜질 때, 레코딩은 카메라가 꺼지기 전과 동일한 P2 카드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촬영과 레코딩 스위치 설정

전원을 끄고 P2 카드를 삽입한 후,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a b dc

a : <USER MAIN> 버튼
초기 설정에서 [Y GET] 기능이 할당되었습니다.

b : <GAIN> 스위치
보통, 이 스위치를 <L>(0 dB)로 설정합니다. 촬영 조건이 너무 어두우면, gain을 적당한 수치로 설정합니다. 

c :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
이 스위치를 <CAM>/<ON>으로 설정합니다.

d : SmartUI
1  [SET01:TC/UB] 스크린에서, [TC_MD]를 [F-RUN] 혹은 [R-RUN]으로 설정합니다.

2 [AUD02:INPUT] 스크린에서, [LVL]을 [AUTO]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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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레코딩 완성을 위한 화이트/블랙 밸런스 조정

촬영은 아래의 스텝을 따릅니다.

c db

a

e

b

a : <ND FILTER> 다이얼

b : <REC> 버튼

c : <SHUTTER> 스위치

d : <AUTO W/B BAL> 스위치

e : <WHITE BAL> 스위치

1  라이트 조건에 따라 <ND FILTER> 다이얼 설정을 전환합니다.

2 <WHITE BAL> 스위치를 작동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가 이미 메모리에 저장되었을 때

 • <WHITE BAL> 스위치를 <A> 혹은 <B>로 설정합니다.

 ■ 화이트 혹은 블랙 밸런스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시간이 없을 때

 • <WHITE BAL> 스위치를 <PRST>로 설정합니다.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밀면 값은 3200K, 5600K, 사용자 지정 가변 값으로 변경되고, 색온도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라이트닝 조건에 맞는 필터를 선택합니다. <WHITE BAL> 스위치를 <A> 혹은 <B>로 설정하고, 스크린의 가운데에 흰 피사체를 촬영하고,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한번 더 밉니다. 
가변 값은 조그 다이얼 버튼 혹은 [F.JOG CT]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61 페이지)

 ■ 스폿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기

•
아래의 스텝을 실행하여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1)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밀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55 페이지)

2)  <AUTO W/B BAL> 스위치를 <ABB> 쪽으로 밀어 블랙 밸런스를 조정합니다.(56 페이지)

3)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밀어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조정합니다.

3 카메라를 피사체를 향하게 하여 포커스와 줌을 조정합니다.

4 전자 셔터를 사용할 대, 셔터 속도/셔터 모드를 설정합니다.(58 페이지)  

5 <REC> 버튼을 눌러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6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REC>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참 조

 • 레코딩 도중, 작동 버튼(<     /REW>, <FF/     >, <PLAY/PAUSE>, <STOP>)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매우 밝은 피사체(예를 들어 태양 혹은 조명)를 촬영할 때, 피사체 주변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Chapter 4 촬영 - 기본 절차



 51  

표준 레코딩

<REC> 버튼을 눌러 비디오와 오디오의 레코딩을 P2 카드로 시작합니다.

하나의 촬영 액션으로 생성된 비디오와 오디오의 데이터 구성(부가 정보 포함)을 “클립”이라 합니다.

<REC> 버튼

참 조

 • 아래의 경우, P2 카드에 쓰기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REC> 버튼이 눌려지더라도 작동이 즉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스크린의 가운데에 [REC PAUSE INVALI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확인합니다.

레코딩 엔딩 프로세스가 완료되고 [REC PAUSE INVALID]가 사라진 후, 다음 레코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숏 텀 레코딩의 정지
- 두번째 P2 카드에서 레코딩이 실행된 직후 레코딩이 정지되었을 때

 • P2 카드가 삽입되거나 전원을 켠 직후,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를 이용하여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레코딩은 P2 카드가 인식될 때까지 
정지할 수 없습니다.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고 뷰 파인더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SLOT1]과 [SLOT2] 열의 P2 카드 상태를

Native 레코딩

이 레코딩은 촬영 프레임 레이트에서 1080i/P 레코딩과 720P에서 AVC-Intra 레코딩으로 순수 프레임을 추출하고 레코드하는 방법입니다.

Native 레코딩으로 일반 레코딩 시간보다 더 길게 레코드할 수 있습니다.

Native 레코딩에서, 카메라 이미지와 재생 이미지 출력에 대한 레이트는 풀 다운인 59.94 프레임입니다.

A

Ao

A B

Ae Bo Be Bo Ce Co De Do De

B C D

C D

A

A A B B B C C D

A B C D

D D

B C D카메라 촬영

 (720/24PN) 
2:3 pull-down

레코딩

순수 프레임

카메라 촬영

 (1080/24PN) 
2:3 pull-down

레코딩

참 조

 • 레코딩은 24P 레코딩은 5 프레임 사이클의 위에서, 24PN(native 레코딩)은 4 프레임 사이클의 위에서, 그리고 30PN(native 레코딩)은 2 프레임 사이클의
위에서 720P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클립이 시스템 모드에서 다른 레코딩 사이클로 연속하여 레코드되었을 때 시간 코드는 비연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 P2 카드 삽입 직후 혹은 전원을 켠 직후에,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를 이용하여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이런 경우, 레코딩은 P2 카드가 인식될 때까지
정지할 수 없습니다.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고 [SYSTEM MODE]에서 디스플레이되는 [SLOT1]과 [SLOT2]의 P2 카드 상태를 확인합니다.

레코딩 해상도, 코덱, 비디오 포맷 선택

레코딩 해상도(1080P, 1080i, 720P, 480i, 576i), 레코딩 코덱(AVC-Intra, AVC-LongG, DVCPRO HD 등),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SYSTEM MODE] → [LINE&FREQ]와 [REC FORMAT]에서 설정합니다.

Chapter 4 촬영 -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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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도 : 1920 x 1080

설정
레코딩 포맷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1080 -59.94i/P] [AVC- I100/30PN]
[AVC- G50/30PN]
[AVC- G25/30PN]
[AVC- G12/30PN]

— 1080/30PN Native

[AVC- I100/24PN]
[AVC- G50/24PN]
[AVC- G25/24PN]
[AVC- G12/24PN]

1080/24PN Native

[1080 -59.94i] [AVC- I100/60i]
[AVC- I50/60i]
[AVC- G50/60i]
[AVC- G25/60i]
[AVC- G12/60i]

— 1080/60i

[DVCPRO HD/60i] [60i]

[1080 -50i/P] [AVC- I100/25PN]
[AVC- G50/25PN]
[AVC- G25/25PN]
[AVC- G12/25PN]

— 1080/25PN Native

[1080 -50i] [AVC- I100/50i]
[AVC- I50/50i]
[AVC- G50/50i]
[AVC- G25/50i]
[AVC- G12/50i]

— 1080/50i

[DVCPRO HD/50i] [50i]

 ■ 해상도 : 1280 x 720

설정
레코딩 포맷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720-60P] [AVC- I100/60P]
[AVC- I50/60P]
[AVC- G50/60P]
[AVC- G25/60P]
[AVC- G12/60P]

— 720/60P

[DVCPRO HD/60P]

[AVC- I100/30PN]
[AVC- I100/24PN]

720/24PN Native

[720-50P] [AVC- I100/50P]
[AVC- I50/50P]
[AVC- G50/50P]
[AVC- G25/50P]
[AVC- G12/50P]

— 720/50P

[DVCPRO HD/50P]

[AVC-I100/25PN] 720/25PN Native

 ■ 해상도 : 720 x 480

설정
레코딩 포맷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480-59.94i] [DVCPRO50/60i]
[DVCPRO/60i]
[DV/60i]

[60i] 480/60i

[30P] 480/30P over 60i 2:2 Pull Down

 ■ 해상도 : 720 x 576

설정
레코딩 포맷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576-50i] [DVCPRO50/50i]
[DVCPRO/50i]
[DV/50i]

[50i] 576/50i

[25P] 576/25P over 50i 2:2 Pull Down

참 조

 • 480i/576i 모드에서, 레코딩과 출력용 비디오 화면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hapter 4 촬영 - 기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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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촬영시 조정 가능한 설정  

촬영시 조정 가능한 설정

포커스 지원 기능

포커스 지원 기능은 타깃에 쉽게 포커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대된 디스플레이[EXPAND]

메인 메뉴 → [SW MODE] → [FOCUS ASSIST MODE]에서 미리 [EXPAND]로 설정합니다. 

뷰 파인더에서 확대된 디스플레이, 적색 디스플레이에서 포커스(이미지 윤곽의 적색 디스플레이),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가 이용 가능합니다.

촬영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FOCUS ASSIST> 버튼이 눌려지면, 이미지를 쉽게 포커스할 수 있도록 스크린의 가운데가 약 3배 확대됩니다.

EXPANDED

 • 확대 디스플레이에서, 상태 디스플레이와 제브라 패턴은 사라지고, [EXPANDED]가 스크린 상단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확대 디스플레이를 취소하는 방법은 메인 메뉴 → [SW MODE] → [EXPAND MODE]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0SEC] : 10초 후 취소
 - [HOLD] : <FOCUS ASSIST> 버튼(혹은 포커스 지원 기능이 할당된 렌즈 <RET> 버튼)이 다시 눌려질 때까지 취소하지 
않습니다.

 - [UNTIL REC] : 레코딩이 시작되면 취소합니다. 확대 디스플레이는 레코딩 도중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 조

 •
 • 확대된 디스플레이는 비디오 출력, SDI 출력, HDMI 출력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포커스 지원 기능이 렌즈 <RET> 버튼에 할당되면, <FOCUS ASSIST> 버튼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지원 기능을 <RET> 버튼에 할당하려면, 메인 메뉴 → [USER SW] → [RET SW]에서 [FOCUS ASSIST]를 설정합니다.

적색 디스플레이에서 포커스 [IN RED]

메인 메뉴 → [SW MODE] → [FOCUS ASSIST MODE]에서 미리 [IN RED]를 설정합니다.

<FOCUS ASSIST> 버튼을 눌러 이미지 윤곽에 적색 구분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린 프레임이 적색으로 변합니다.

포커스하려는 피사체의 윤곽이 적색으로 변경되도록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참 조

 • 다양한 상태 정보가 디스플레이되면 사라집니다.
 •
 • 포커스 지원 기능이 렌즈 <RET> 버튼에 할당되면, <FOCUS ASSIST> 버튼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 지원 기능을 <RET> 버튼에 할당하려면, 메인 메뉴 → [USER SW] → [RET SW]에서 [FOCUS ASSIST]를 설정합니다.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FOCUS BAR]

포커스 바는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FOCUS BAR]에서 [ON]이 설정될 때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포커스의 정도는 바의 길이로 표시됩니다.

 • 흰색 바 :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 녹색 라인 : 피크 디스플레이

포커스 아님 뷰 파인더가 포커스에 있을 때 바는 우측으로 길어집니다.

뷰 파인더 스크린이 확대되어 디스플레이됩니다.

뷰 파인더에만 디스플레이됩니다.

뷰 파인더에만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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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게이지 기능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예) 좌측으로 기울기를 수정할 때

예) 아래쪽으로 기울기를 수정할 때

기울어지면 주황색 선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주황색 선은 기울기가 거의 없어지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기울기는 수평으로 약 ±45°까지 디스플레이되고 수직으로 ±30°까지 디스플레이됩니다.

1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LEVEL GAUGE]에서 [ON]을 선택합니다.

참 조

 • 레벨 게이지 디스플레이는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 카메라를 이동할 때 레벨 게이지는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를 앞, 뒤로 많이 기울여서 촬영할 때, 레벨 게이지는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 → [USER SW]에서 [LEVEL GAUGE]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면, [ON]과 [OFF]는 전환됩니다.
 • 메인 메뉴 → [USER SW]에서 [LEVEL GAUGE]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설정은 초기 설정으로 리셋됩니다.

Chapter 4 촬영 - 촬영시 조정 가능한 설정  

카메라 레코더의 수평과 수직 기울기를 알려주는 레벨 게이지는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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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화이트와 블랙 밸런스 조정  

화이트와 블랙 밸런스 조정
카메라를 이용하여 항상 높은 퀄리티의 비디오를 촬영하려면, 화이트와 블랙 밸런스를 조건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으려면, AWB(화이트 밸런스 조정) → ABB(블랙 밸런스 조정) → AWB(화이트 밸런스 조정)의 순서로

조정합니다.

참 조

 • 비디오가 제너레이터 잠금으로 지장받을 때 화이트나 블랙 밸런스를 조정하면, 조정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비디오가 정상으로 돌아온 후 다시 화이트와 블랙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

라이트닝 조건이 변경되면 화이트 밸런스는 다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스텝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

 ■ <WHITE BAL> 스위치의 <A>에 저장할 때

1  <GAIN>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보통 0 dB로 설정합니다. 너무 어두우면, gain을 적당한 값으로 조정합니다. 

2 <WHITE BAL> 스위치를 <A>로 설정합니다.

3 라이트 조건에 따라 <ND FILTER> 다이얼 설정을 전환합니다.

4 피사체에 대한 광원과 라이트 조건이 일치하는 곳에 화이트 패턴을 두고, 화이트 칼라가 스크린에 나타나도록 화이트 패턴을
줌 인합니다.

5 렌즈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Y GET의 밝기가 약 70%가 되도록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6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밉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화이트 패턴

 • 피사체 주변의 흰 물체(옷이나 벽)은 화이트 패턴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화이트 패턴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크린 폭의 1/3 이상

스크린 높이의 1/3 이상

 • 스폿 라이트를 스크린에 비추지 않도록 합니다.

 • 화이트 패턴은 반드시 스크린의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

상태 메시지 비고

조정 도중 [AWB Ach ACTIVE]

조정 완료 [AWB A OK 3200K]
 • 조정된 값은 지정된 메모리(A 혹은 B)에 자동으로

피사체의 색온도가 2000K 이하이거나
15000K 이상일 때

조정됩니다.

 

[AWB NG COLOR TEMP LOW]
[AWB NG COLOR TEMP HIGH]

 • [AWB NG COLOR TEMP LOW]는 디스플레이된
온도보다 온도가 낮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AWB NG COLOR TEMP HIGH]는 온도가 
디스플레이된 온도보다 높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 [COLOR TEMP Ach SETTING]/[COLOR TEMP Bch SETTING] 설정

 • 컬러 채도(hue)는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조정된 후, 각 아이템이 메인 메뉴 → [SCENE FILE] → [COLOR TEMP Ach SETTING]/
[COLOR TEMP Bch SETTING]에서 설정된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OLOR TEMP], [R Gain], [B Gain], [G AXIS] 중 하나를 조정하면 다른 3개의 값도 변경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자동 조정의 재적용은 [COLOR TEMP], [R Gain], [B Gain], [G AXIS]를 리셋합니다.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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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시간이 없을 때

 • <WHITE BAL> 스위치를 <PRST>로 설정합니다.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밀때 마다 값은 3200K, 5600K, 사용자 지정 가변값으로 변경되고, 색온도가 디스플레이될 때,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다시 밉니다. 
가변 값은 조그 다이얼 버튼 혹은 [F.JOG CT]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61 페이지)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았을 때

 •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ATW) 기능이 작동하면, 화이트 밸런스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에러 메시지 의미 조치

[AWB Ach NG] or [AWB Bch NG] 색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다.

[LOW LIGHT] 라이트의 양을 증가 시키거나 gain을 올립니다.

[LEVEL OVER] 라이트가 너무 밝다 라이트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gain을 내립니다.

[COLOR TEMP LOW] or [COLOR TEMP HIGH] 색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다

색온도의 수동 설정

화이트 밸런스의 색온도는 설정 메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메뉴 → [SW MODE] → [W.BAL VAR]에서 색 온도를 설정합니다.

[2000K]에서 [15000K]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152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ATW) 기능 설정

카메라는 라이트닝 조건에 따라 이미지의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따라가는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ATW)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기능은 <WHITE BAL> 스위치의 <B>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SW MODE] → [ATW]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동 트래팅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USER 버튼에 할당되었는지, 참조하고 기능은 USER 버튼의 작동을 따릅니다.

상세 내용은 “US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취소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WHITE BAL> 스위치의 위치를 변경시킵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WHITE BAL> 스위치로 설정되었는지 참조하고, 기능은 USER 버튼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 조

 • 이 기능은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 100%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변 라이트닝의 변경과 관련된 트래킹 성능과 화이트 밸런스 성능은 
특정 위도에서만 주어진다는 점을 참조합니다.

블랙 밸런스 조정

블랙 밸런스는 아래의 경우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
 • 카메라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 주변 온도가 급격히 변경되었을 때

 • USER 버튼으로 수퍼 gain이 설정되었을 때

 • Gain 스위치 값이 변경되었을 때

 • 메인 메뉴 → [SYSTEM MODE] → [REC FORMAT]에서 아이템을 전환할 때

최적의 비디오를 촬영하려면, 촬영하기 직전에 블랙 밸런스를 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블랙 밸런스를 조정하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 조정에 대한 조건을 준비합니다.

1  <WHITE BAL> 스위치를 <A> 혹은 <B>로 설정합니다.

2 <AUTO W/B BAL> 스위치를 <ABB>로 밀고 나서 릴리스합니다.

<AUTO W/B BAL> 스위치는 가운데 위치로 돌아가고 블랙 밸런스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Chapter 4 촬영 - 화이트와 블랙 밸런스 조정

화이트 밸런스가 성공적으로 조정되면, 뷰 파인더는 에러 메시지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라이트가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필터를 선택합니다.

적절한 필터 혹은 광원을 선택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뷰파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최초로 사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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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화이트와 블랙 밸런스 조정  

 ■

상태 메시지 비고

조정 도중 [ABB ACTIVE]

조정 완료 [ABB OK]
 • 조정된 값이 메모리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참 조

 • 블랙 밸런스 조정 도중, 조리개는 자동으로 라이트를 차단하도록 설정됩니다.
 • 레코딩 도중, 블랙 밸런스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자동 블랙 밸런스 실행 도중, P2 카드로의 레코딩은 <REC> 버튼을 눌러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
오작동이 아닙니다.

블랙 밸런스 메모리

메모리에 저장된 값은 카메라가 꺼져도 저장됩니다.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된 메시지

블랙 밸런스 조정 도중 gain 스위치 회로는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뷰 파인더 스크린에 깜빡임이나 노이즈가 종종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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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전자 셔터 설정  

전자 셔터 설정

셔터 모드와 속도 설정

<SHUTTER> 스위치를 셔터 모드로 전환하여 셔터 속도를 설정합니다.

<SHUTTER> 스위치

1  <OFF>에 위치한 <SHUTTER> 스위치를 <ON> 쪽으로 누릅니다.

2 <SHUTTER> 스위치를 <ON>에서 <SEL> 쪽으로 누르고, 원하는 모드나 속도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될 때까지 이 작동을
반복합니다.

 • 모든 모드와 속도가 이용 가능하다면, 디스플레이는 아래의 순서로 변경됩니다. .

 ■ 60i, 60P 레코딩의 경우

1/15 1/30 1/60 1/100 1/250S/S 1/120 1/500 1/1000 1/2000

 ■ 30P 레코딩의 경우

1/15 1/30 1/50 1/120S/S 1/60 1/250 1/500 1/1000

 ■ 24P 레코딩의 경우

1/12 1/24 1/50 1/120S/S 1/60 1/250 1/500 1/1000

 • [S/S] 디스플레이는 synchro 스캔 모드에 표시됩니다.

참 조

 • 전자 셔터가 사용되는 모드가 어떤 것이든, 셔터 속도가 높을 수록 카메라의 감도는 낮아집니다.
 • 조리개가 자동 모드에 있을 때, 셔터 속도가 증가할 수록 조리개는 점차 열리고 포커스의 깊이는 얇아집니다.
 • synchro 스캔과 셔터 설정이 변경될 때 스크린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를 빨리 지나가는 피사체는 촬영시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픽업 디바이스(MOS 센서)에서 시그널을 읽은 것에 적용되는 방법 때문이며
오작동이 아닙니다.

 • 적, 청, 녹색의 점이 느린 셔터 속도에서 스크린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오작동이 아닙니다.

상세 내용은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152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형광등 혹은 다른 방전관을 사용하는 라이트닝 조건에서, 수평 줄무니가 스크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여

셔터의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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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 스캔 모드 설정

아래 스텝을 실행하여 작동합니다.

<SHUTTER> 스위치

조그 다이얼 버튼

1  <SHUTTER> 스위치를 <ON>에서 <SEL>쪽으로 밀어 카메라를 sychro 스캔 모드[S/S]로 설정합니다.

2 조그 다이얼 버튼을 작동하여 모드를 연속으로 전환합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을 돌리면서 눌러 셔터 속도 설정 값을 빠르게 변경합니다. .
Synchro 스캔 모드에서 셔터 속도 디스플레이는 메인 메뉴 → [SCENE FILE] → [SYNC SCNA TYPE]에서 초와 각도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각 모드의 가변 범위

60P/60i 1/60.0 - 1/249.8

50P/50i 1/50.0 - 1/250.0

25P/25PN 1/25.0 - 1/250.0

30P/30PN 1/30.0 - 1/249.8

24P/24PN 1/24.0 - 1/249.8

메인 메뉴 → [SCENE FILE] → [SYNC SCAN TYPE]에 서 [deg]가 
선택되었을 때

3.0d - 360.0d

 •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설정이 변경된 후, 셔터 속도는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 메인 메뉴 → [SCENE FILE] → [SYNC SCAN TYPE]에서 [deg]를 설정하면, 설정과 디스플레이는 셔터 오픈 각도와 같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Chapter 4 촬영 - 전자 셔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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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플래쉬 밴드 보상(FBC) 기능  

플래쉬 밴드 보상(FBC) 기능

시간의 경과

촬영된 이미지
(FBC OFF)

플래쉬 터짐

플래쉬 밴드

보상합니다.

상세 내용은 “USE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USER MAIN>/<USER1>/<USER2> 버튼

1 5 9 9 min
2 1 9 9 min NECS E 1

. V

F B C
C A C

D R S

*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DISPLAY SETTING] → [FBC]에서 [OFF]가 설정되면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참 조

 •
- 잠시 정지된 것처럼 보이게끔 피사체가 이동
- 
- 
- 

플래쉬 스트로브 라이트닝이 발생하여도, 일부 촬영 환경에서는 충분한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 작동 조건

•
 -59.94i, 59.94P, 50i, 50P 모드 중 하나
 -스캔 리버스와 디지털 줌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
 - <SHUTTER> 스위치는 <OFF>

•

•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이 활성화되어도, <SHUTTER> 스위치가 <ON>으로 켜지면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은 일시적으로 꺼집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 설정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을 USER 버튼에 할당합니다.(<USER MAIN>/<USER1>/<USER2>)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눌러, 기능을 켜고 스틸 카메라의 플래쉬 스트로브 등을 감지하고

카메라는 스틸 카메라에서 나오는 것같은 플래쉬 스트로브 라이트가 있는 환경에서 촬영할 때 MOS 픽업 디바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밴드같은 간섭

(플래쉬 밴드라고 부름)을 보상하고 축소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이 가능하면, [FBC]가 상태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플래쉬 스트로브가 켜지면, 아래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으로 인한 것이며 오작동이 아닙니다.

플래쉬 스트로브가 켜질 때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플래쉬 스트로브가 켜질 때 비디오에 수평 라인이 나타납니다.
플래쉬 스트로브가 켜지는 순간 이미지 샷에 플래쉬 밴드만 나타납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은 플래쉬 스트로브 라이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스크린의 아래쪽 밝기의 큰 변화가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은 밝은 창이 줌 인되고 줌 아웃되는 것과 같은 촬영 환경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래쉬 스트로브 라이트닝이 있을 쑤 있는 촬영 환경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 이용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은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이 가능하여도, 카메라가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이 사용될 수 없는 모드로 변경되면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은 강제로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은 전원이 한번 꺼지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SHUTTER> 스위치가 <OFF>로 꺼지면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은 다시 켜집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능을 다시 사용하려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돌아가서 USER 버튼을 눌러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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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USER 버튼에 기능 할당  

USER 버튼에 기능 할당
선택된 기능은 <USER MAIN>, <USER1>, <USER2>, 렌즈 <RET>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USER SW], [USER MAIN], [USER 1], [USER2], [RET SW]에서 할당되는 각 기능을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으로 <USER MAIN> 버튼에는 [Y GET]이, <USER1> 버튼에는 [WFM]이, <USER2> 버튼에는 [LEVEL GAUGE]이, 렌즈 <RET> 버튼에는 [INHIBI]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SW MODE

LOW GAIN
MID GAIN
HIGH GAIN
ATW

W.BAL.PRESET
USER MAIN
USER1

ATW SPEED

0dB
6dB
12dB
OFF

3.2K
Y_GET

BACKLIGHT

NORMAL

PUSH  MENU  TO  RETURN 

SW MODE

USER2
RET SW
WFM
AUTO KNEE SW
COLOR BARS

TEXT MEMO
REC REVIEW

WAVE
ON

AUTO SEL

PUSH  MENU  TO  RETURN 

선택 가능한 기능

USER 버튼에 할당 가능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템 설명

[INHIBIT] 기능의 할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LEVEL GAUGE] 레벨 게이지 디스플레이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LEVEL GAUGE 
RESET]

레퍼런스 값으로 현재의 수평과 수직 방향을 사용하여 레벨 게이지를 설정하는 기능을 할당. 할당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초기 설정으로 리셋됩니다.

[F.JOG CT] 화이트 밸런스가 가변으로 설정되면, 조그 다이얼 버튼을 사용하여 가변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할당됩니다.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에 [V *.* K]가 반짝이고 가변값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할당된 USER 버튼을 다시 눌러 설정을 취소합니다.

[WFM]
파형 모니터의 파형 디스플레이 전환 기능을 할당. 메인 메뉴 → [SW MODE] → [WFM MODE]에서  
파형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D.ZOOM x2] 
[D.ZOOM x4]

디지털 줌 기능을 할당.

[DRS]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FBC]

[S.GAIN] 수퍼 gain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ATW]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ATW LOCK]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 아이템을 누르면 화이트 밸런스 값이 고정됩니다. 다시 누르면,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다시 시작합니다.

[SPOTLIGHT] 스포트 라이트에 대한 자동 조리개 콘트롤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BACKLIGHT] 백라이트 보상에 대한 자동 조리개 콘트롤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Y GET] 가운데 근처에 디스플레이된 프레임 영역의 밝기 레벨의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능을 할당

[PRE REC] 프리 레코딩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TEXT MEMO] 텍스트 메모 기능을 할당.

[SHOT MARK] 숏 마크 기능을 할당.

[SLOT SEL] 2 개 이상의 카드가 P2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되었을 때 레코드할 카드를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AUDIO MON SEL] 버튼이 눌려지는 동안 오디오 레벨 미터와 출력 오디오(이어폰, 내장 스피커, <AUDIO OUT> 터머널, <HDMI> 터미널)의
오디오 채널([CH1]/[CH2]과 [CH3]/[CH4])의 디스플레이를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REC CHECK] 레코딩 확인 기능을 할당.

[USB MODE] USB 디바이스 모드 혹은 USB 호스트 모드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PLAYLIST] 플레이 리스트 편집 모드의 전송/종료를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참 조

 • 아래의 기능은 카메라가 꺼질 때 같이 꺼집니다.
[WFM]/[D.ZOOM x2]/[D.ZOOM x4]/[FBC]/[S.GAIN]/[ATW]/[ATW LOCK]/[SPOTLIGHT]/[BACKLIGHT]/[Y GET]/[AUDIO MON SEL]/[USB MODE]

필드 앵글에서 수직과 수평으로 2x/4x으로 줌 인합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의 가능/불가능을 전환하는 기능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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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오디오 입력 선택과 레코딩 레벨 조정  

오디오 입력 선택과 레코딩 레벨 조정
카메라는 모든 레코딩 포맷(HD, SD)에서 독립된 4 채널 사운드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LVL]이 [AUTO]로 설정되면, 오디오 채널 1/2/3/4의 레코딩 레벨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LVL]을 [MANU]로 설정하여 레벨을 수동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 시그널 선택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IN] 설정의 오디오 채널 1/2/3/4에 레코드되는 입력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AUD02:INPUT [CH3/4]

[  IN  ] [ LVL ] [  IN  ] [ LVL ]

CH1

FRONT
W.L. W.L.
REAR

AUTO
MANU

CH2

FRONT

REAR
AUTO
MANU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스위치 설정과 입력 라인을 설정합니다.  

참 조

 • 4 채널에 레코드되는 오디오 시그널은 SDI 시그널과 같이 출력됩니다.
메인 메뉴 → [AUDIO SETUP]에서 오디오 관련 상세 내용을 설정합니다.(130 페이지) 

AUDIO SETUP

FRONT VR CH1
FRONT VR CH2
FRONT VR CH3
FRONT VR CH4
MIC LOWCUT CH1
MIC LOWCUT CH2
MIC LOWCUT CH3
MIC LOWCUT CH4

OFF
OFF
OFF
OFF
OFF
OFF
OFF
OFF

PUSH  MENU  TO  RETURN 

레코딩 레벨 조정

아래 절차로 오디오 채널 1/2로 레코딩 레벨을 조정합니다. 오디오 채널 3/4는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SmartUI의 [HOME] 스크린에서 <MONITOR SEL> 버튼을 눌러 오디오 채널 레벨 미터가 CH1과 CH2를 디스플레하게 하고
디스플레이가 1과 2인지 확인합니다.

2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에서 [LVL]을 [MANU]로 설정합니다.

3 오디오 채널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SmartUI의 [AUDIO01:LEVEL] 스크린에서 [+] 혹은 [-]로 조정합니다.

최상단 바(0 dB)가 초과하면, [OVER] 디스플레이의        가 켜져서 입력 오디오가 과도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가 0 dB에 도달하지 않도록 최대 레벨을 조정합니다.

A

AUD01:LEVEL [RST][CH3/4]

[  –  ] [  +  ] [  –  ] [  +  ]

CH3

100

CH4

70

레코딩 도중 카메라만 작동할 때, 오디오 레벨을 조정하는 데 <F.AUDIO LEVEL>을 사용합니다.
미리 조정될 오디오 채널을 선택하고 뷰 파인더의 레벨 미터를 보면서 입력이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F.AUDIO LEVEL> 다이얼로 레벨을 
조정합니다.

<F.AUDIO LEVEL> 다이얼 기능 설정

 • 메인 메뉴 → [AUDIO SETUP] → [RECORDING CH SETTING] → [FRONT VR CH1]에서 [FRONT VR CH4]에서 미리 조정하려는 오디오 채널을
선택합니다.

 • <F.AUDIO LEVEL> 다이얼로 조정합니다.

 • <F.AUDIO LEVEL> 다이얼이 레벨 10일 때 오디오 레벨은 SmartUI의 [AUD01:LEVEL] 스크린에서 설정된 값이 됩니다.

뷰 파인더로 레벨 미터를 보면서 입력이 과도하지 않도록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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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이미지 퀄리티 조정 

이미지 퀄리티 조정
레코드되는 비디오의 이미지 퀄리티는 메인 메뉴 → [SCENE FILE]에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고급 설정”을 변경하려면, 벡터 스코프같은 측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디테일 기능

이 기능은 이미지의 아웃라인을 두껍게 혹은 약하게 합니다. 이미지를 부드럽게 혹은 선명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이지만, 일부 경우 전체 이미지가
강조된 노이즈와 엣지 때문에 거칠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피하려면, 강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과 부분의 섬세함을 지켜야하는 부분에는 이 효과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 설정

[MASTER DTL] :  전체적인 부분의 디테일 효과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DTL CORING] :  디테일 효과를 활성화하지 않도록 시그널(노이즈 포함)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 고급 설정

메인 메뉴 → [SCENE FILE] → [DETAIL SETTING]에서 설정합니다.

[DETAIL] :  디테일 기능의 [ON]/[OFF]를 설정합니다.

[V.DTL LEVEL] :  수직 방향에서 디테일 레벨의 농도를 설정합니다.

[H.DTL FREQ.] :  수평 방향에서 디테일 레벨의 두께를 설정합니다.

[V. DTL FREQ.] :  수직 방향에서 디테일 레벨의 두께를 설정합니다.

[LEVEL DEPEND.] :  발광 시그널의 디테일이 강조되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압축됩니다. 밝은 부분의 디테일도
[LEVEL DEPEND.]에 대한 값 설정이 커지면 더욱 압축됩니다.

[KNEE APE LVL] :  높은 발광 부분(매우 밝은 부분)의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

[DTL GAIN(+)] :  + 방향의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더 밝게 만듬)

[DTL GAIN(-)] :  - 방향의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더 어둡게 만듬)

스킨 톤 기능

이 기능은 이미지내에서 사람의 피부를 더 부드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R-Y

0

255

255

R Mg

B

G Cy

Yl
B-Y/0°

Q axis

I axis

그림 1

[I CENTER]
[Q WIDTH]

[Q PHASE]

[I WIDTH]

 ■ 일반 설정

[SKIN TONE DTL A]/[SKIN TONE DTL B]/[SKIN TONE DTL C] : 스킨 톤 디테일 기능이 세가지 데이터 [SKIN TONE DTL A]/[SKIN TONE DTL B]/
[SKIN TONE DTL C]에서 작용하는 스킨 칼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SKIN TONE DTL A]/[SKIN TONE DTL B]/[SKIN TONE DTL C]는 단독 혹은 조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KIN TONE ZEBRA] : [SKIN TONE DTL A]/[SKIN TONE DTL B]/[SKIN TONE DTL C]이 가능할 때, 선택된 스킨 칼라 필드에서 제브라 패턴을 

 ■ 고급 설정

메인 메뉴 → [SCENE FILE] → [SKIN TONE DTL SETTING]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DETECT TABLE] : 스킨 톤 테이블이 적용되는 대상의 스킨 칼라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SKIN TONE GET] : 센터 마커 주변 영역의 [DETECT TABLE]에서 선택된 [A], [B], [C]의 칼라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 메뉴를 실행하여, [I CENTER]에서 [Q PHASE]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획득됩니다.

[SKIN DTL EFFECT] : 스킨 톤 디테일의 효과 레벨을 설정합니다.

 • 비디오 시그널(R/G/B)의 칼라 구성은 그림 1과 같이 칼라 차이 시그널(R-Y/B-Y)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범위 내에서 적색과 시안을 
가로지르는 축(I 축)과 녹색과 마젠타를 가로지르는 축(Q 축)을 이용하여 다음 스킨 톤이 적용되는 영역을 설정합니다.

[I CENTER] :  I 축(스킨 톤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센터 위치를 설정합니다.

[I WIDTH] :  스킨 톤이 적용되는 영역 폭을 가운데에서 [I CENTER]로 I 축에 따라 설정합니다.

[Q WIDTH] :  스킨 톤이 적용되는 영역 폭을 가운데에서 [I CENTER]로 Q 축에 따라 설정합니다.

[Q PHASE] :  스킨 톤이 적용되는 페이스를 레퍼런스가 되는 Q 축으로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합니다. 제브라 패턴은 [SKIN TONE DTL SETTING]에서 선택된 영역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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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gain 콘트롤 기능

이 그능은 <WHITE BAL>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적새과 청색 칼라의 강도를 추가 혹은 감소하는 설정을 합니다.

기능은 스위치가 <PRST>에 있거나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기능합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가 활성화되었을 때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 일반 설정

초기 설정으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 고급 설정

메인 메뉴 → [SCENE FILE] → [RB GAIN CONTROL SETTING]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 <WHITE BAL> 스위치가 <PRST> 위치에 있을 때

[R GAIN AWB PRE] : 적색 칼라의 강도를 추가 혹은 감소하는 설정을 합니다.

[B GAIN AWB PRE] : 청색 칼라의 강도를 추가 혹은 감소하는 설정을 합니다.

 • <WHITE BAL> 스위치가 <A> 위치에 있을 때

[R GAIN AWB A] : 적색 칼라의 강도를 추가 혹은 감소하는 설정을 합니다.

[B GAIN AWB A] : 청색 칼라의 강도를 추가 혹은 감소하는 설정을 합니다.

 • <WHITE BAL> 스위치가 <B> 위치에 있을 때

[R GAIN AWB B] : 적색 칼라의 강도를 추가 혹은 감소하는 설정을 합니다.

[B GAIN AWB B] : 청색 칼라의 강도를 추가 혹은 감소하는 설정을 합니다.

 • <WHITE BAL> 스위치가 <A> 위치에 설정되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실행될 때

[AWB A GAIN OFFSET] : [R GAIN AWB A]와 [B GAIN AWB A]에 대한 값 설정을 유지 혹은 리셋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 <WHITE BAL> 스위치가 <B> 위치에 설정되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실행될 때

[AWB B GAIN OFFSET] : [R GAIN AWB A]와 [B GAIN AWB A]에 대한 값 설정을 유지 혹은 리셋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크로마 설정 기능

이 기능은 칼라 채도와 페이스를 설정합니다. 효과를 전체 이미지에 적용합니다. 개별 칼라 색조(hue)에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일반 설정

[CHROMA LEVEL] : P  시그널과 P  시그널의 크로마 레벨을 설정합니다. 벡터 스코프를 사용할 때, 센터(색 없음)로부터의 거리는 전체 이미지에서R B

증가합니다.

[CHROMA PHASE] : P  시그널과 P  시그널의 크로마 페이스를 미세 조정합니다. 벡터 스코프를 사용할 때, 전체 이미지는 시계 방향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R B

회전합니다.

 ■ 고급 설정

설정 아이템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매트릭스 기능

이 기능은 매트릭스 테이블을 선택하여 이미지 칼라 표현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변경되면, 이미지 내의 모든 칼라의 표현도
변경됩니다.

R Mg

G Cy

BYl

R Mg

G Cy

BYl

[MATRIX R-G] (MATRIX G-R)

[MATRIX G-R] (MATRIX R-G)

[MATRIX R-B] (MATRIX G-B)

[MATRIX B-G]

[MATRIX B-R]

[MATRIX G-B] (MATRIX R-B)

(MATRIX B-R)

(MATRIX B-G)

그림 1 그림 2

 ■ 일반 설정

[MATRIX] :  촬영시 칼라를 표현하는 매트릭스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Advanced settings

메인 메뉴 → [SCENE FILE] → [MATRIX SETTING]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MATRIX]에서 선택된 매트릭스 테이블에서 각각 미세 조정을 실행합니다.

(그림 1)

예) [MATRIX R-G]를 + 쪽으로 조정하면, [MATRIX B-G]가 - 쪽으로 이동합니다.(그림 2)

미세 조정이 각각 실행된 후, [MATRIX]에서 선택된 매트릭스 테이블이 달라지면, 칼라 표현은 동일한 값이 설정되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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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교정 기능

이 기능은 칼라 채도와 페이스를 설정합니다. 이미지의 15개 페이스에 개별적인 효과를 적용합니다. 개별 칼라 색조(hu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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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설정

초기 설정으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 고급 설정

[R(PHASE)]/[R-R-Mg(PHASE)]/[R-Mg(PHASE)]/[Mg(PHASE)]/[Mg-B(PHASE)]/[B(PHASE)]/[B-Cy(PHASE)]/[Cy(PHASE)]/[Cy-G(PHASE)]/
[G(PHASE)]/[G-YI(PHASE)]/[YI(PHASE)]/[YI-YI-R(PHASE)]/[YI-R(PHASE)]/[YI-R-R(PHASE)] : 페이스를 변경합니다. + 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 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R(SAT)]/[R-R-Mg(SAT)]/[R-Mg(SAT)]/[Mg(SAT)]/[Mg-B(SAT)]/[B(SAT)]/[B-Cy(SAT)]/[Cy(SAT)]/[Cy-G(SAT)]/[G(SAT)]/[G-YI(SAT)]/[YI(SAT)]/
[Yl-YI-R(SAT)]/[YI-R(SAT)]/[YI-R-R(SAT)] : 채도를 변경합니다.

블랙 콘트롤 기능

이 기능은 밝기의 레퍼런스가 되는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 일반 설정

[MASTER PED] : 레퍼런스 블랙 레벨을 설정합니다. RGB도 이 설정을 변경하면 바뀝니다.

 ■ 고급 설정

메인 메뉴 → [SCENE FILE] → [RGB BLACK CONTROL SETTING]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R PED] : Rch의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G PED] : Gch의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B PED] : Bch의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PEDESTAL OFFSET] : 자동 블랙 밸런스 조정이 실행될 때 [R PED], [G PED], [B PED]의 각 아이템에 대한 값 설정을 유지하거나 리셋할지
설정합니다.

감마 기능

이 기능은 이미지의 톤을 최적화합니다.

 ■ 일반 설정

[GAMMA MODE SEL] : 일곱개의 형태에서 감마 모드를 선택합니다.

 ■ 고급 설정

메인 메뉴 → [SCENE FILE] →[GAMMA SETTING]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MASTER GAMMA] : 마스터 감마를 0.01 스텝 단위로 설정합니다.

 • [GAMMA MODE SEL]에서 [FILM-REC]가 선택되었을 때

[F-REC DYNAMIC LVL] :  다이내믹 레인지를 설정합니다.

[F-REC BLACK STR LVL] :  블랙 스트레치를 설정합니다.

 • [GAMMA MODE SEL]에서 [VIDEO-REC]이 선택되었을 때

[V-REC KNEE SLOPE] :  Knee 슬로프를 선택합니다.

[V-REC KNEE POINT] :  Knee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BLACK GAMMA] : 감마 커브 압축과 어두운 영역의 확대를 설정합니다.

[B. GAMMA RANGE] : 압축/확대를 실행하는 최대 레벨을 설정합니다.

Knee 기능

이 기능은 이미지의 헐레이션을 방지하는 비디오 시그널의 압축을 설정합니다.

 ■ 일반 설정

초기 설정으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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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 설정

메인 메뉴 → [SCENE FILE] → [KNEE SETTING]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KNEE MODE] : Knee 기능의 작동 모드([AUTO]/[MANUAL]/[OFF])를 설정합니다.

 • [KNEE SETTING]에서 [AUTO]가 선택되었을 때

[A.KNEE RESPONSE] : 응답 속도를 설정합니다. 더 작은 값이 응답 속도가 더 빠릅니다. .
 • [KNEE SETTING]에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

[KNEE MASTER POINT] : Knee 포인트 위치를 0.5% 단위로 설정합니다.

[KNEE MASTER SLOPE] :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KNEE MASTER SLOPE Rch] : Rch의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KNEE MASTER SLOPE Bch] : Bch의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하이 칼라 기능

이 기능은 칼라 다이내믹 레인지를 설정합니다.

 ■ 일반 설정

[HI-COLOR SW] : 칼라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대하는 모드를 [ON]/[OFF] 합니다.

[HI-COLOR LVL] : 칼라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대하는 모드의 레벨을 선택합니다.

 ■ 고급 설정

일반 설정에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화이트 클립 기능

이 기능은 비디오 시그널의 가장 밝은 부분을 특정 레벨보다 밝지 않게 설정합니다.

 ■ 일반 설정

초기 설정으로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 고급 설정

메인 메뉴 → [SCENE FILE] →[WHITE CLIP SETTING]에서 설정을 구성합니다.

[WHITE CLIP] : 화이트 클립 기능 [ON]/[OFF]합니다. 기능이 [ON]이면, [WHITE CLIP LVL]의 값 설정이 가능합니다.

[WHITE CLIP LVL] : 화이트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Rch CLIP LVL] :  화이트 클립에 대한 Rch의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Bch CLIP LVL] :  화이트 클립에 대한 Bch의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Chapter 4 촬영 - 이미지 퀄리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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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특수 레코딩 기능  

특수 레코딩 기능
메뉴 설정으로 프리 레코딩과 루프 레코딩과 같은 특수 레코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 레코딩

기능입니다.

레코딩 시작 작동 레코딩 정지 작동

실제 레코딩 시간

프리 레코딩 시간

(시간)

1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각 아이템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프리 레코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72 페이지)의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메뉴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11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2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PRE REC]에서 [ON]을 설정합니다.

3 <REC> 버튼을 누릅니다.

 • 레코딩 도중 [P-REC]가 디스플레이되고, 멈춤 도중 [P-]가 디스플레이됩니다.(155 페이지)

참 조

 • [PRE REC]가 [OFF] 설정시 [P-REC] 표시

[P-REC] 표시에 관한 정보는 “원 클립 레코딩 모드 상태 디스플레이”(15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PRE REC]가 [OFF]로 설정되면, 레코딩이 정지한 후 P2 카드로의 비디오 혹은 오디오의 레코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REC]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PRE REC]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눌러 [PRE REC]의 [ON]/[OFF] 사이를 간단히 전환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USE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프리셋 시간에 따라 비디오와 오디오는 아래의 경우 종종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 전원을 켠 직후
- 설정 메뉴에서 레코딩 관련 설정을 변경한 후
- P2 카드 삽입 직후
- 재생 혹은 레코딩 확인을 실행한 후

 • 프리 레코딩 기능은 아래의 경우 작동하지 않습니다.
-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에서 [NORMAL]이 아닌 아이템이 선택되었을 때

인터벌 레코딩

카메라는 각 설정 시간 인터벌에 하나의 프레임을 레코드합니다.

1 프레임 레코딩 1 프레임 레코딩 1 프레임 레코딩

(시간)

[INTERVAL TIME] 설정 시간 [INTERVAL TIME] 설정 시간

1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모든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2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에서 [INTERVAL]을 설정합니다.

3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 SETTING] → [INTERVAL TIME]에서 시간을 설정합니다.

4 <REC> 버튼을 누릅니다.

 • 카메라는 각 설정 시간 인터벌에서 하나의 프레임 레코딩의 작동을 반복합니다.

 •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STOP> 버튼을 누릅니다.

 • 설정을 삭제하려면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INTERVAL TIME]에서 [NORMAL]을 설정합니다.

 •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 SETTING] → [RECORDING HOLD]에서 [OFF]가 설정되었을 때, 인터벌 레코딩 설정은
카메라를 끄는 것으로 삭제됩니다.

 • 레코딩 도중 [I-REC]이 디스플레이되고, 멈춤 도중 [I-]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하지만, 스텝 3에서 설정이 2초 이하이면, 설정 인터벌 시간에 따라
[I-REC]가 반짝입니다.

 • 레코딩이 정지하면, [I-]가 반짝입니다.

참 조

 • 프리 레코딩과 원클립 레코딩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오디오는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 레코드된 데이터(카메라가 정지될 때까지 레코드된 데이터)는 원클립에 포함됩니다.

이 기능은 레코딩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고정된 시간(HD 레코딩 도중 약 3초와 SD 레코딩 도중 약 7초)에 비디오와 오디오의 레코딩을 가능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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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레코딩

설정 시간량에 레코딩이 한번 실행됩니다.

1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모든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2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에서 [ONE SHOT]을 선택합니다.

3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 SETTING]에서 [ONE SHOT TIME]으로 시간을 설정합니다.

4 <REC> 버튼을 누릅니다.

 • 레코딩잉 설정된 시간량에 한번 실행되면, 레코딩은 멈춥니다.

 •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STOP> 버튼을 누릅니다.

 • 설정을 삭제하려면,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에서 [NORMAL]을 설정합니다.

 •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 SETTING] → [RECORDING HOLD]에서 [OFF]가 설정되었을 때, 원샷 레코딩 설정은
카메라를 끄면 삭제됩니다.

 • 레코딩 도중 [I-REC]가 디스플레이되고, 멈춤시에 [I-]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레코딩이 정지하면 [I-]가 반짝입니다.

참 조

 • 작동 도중, 다른 작동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프리 레코딩과 원클립 레코딩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오디오는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 레코드된 데이터(카메라가 정지될 때까지 레코드된 데이터)는 원클립에 포함됩니다.
 • 원샷 레코딩이 연속으로 실행되면, 레코딩 작동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루프 레코딩

 • 이 기능은 P2 카드 슬롯에 삽입된 2개의 P2 카드에 연속으로 레코드합니다.

 •
계속됩니다.

상세 내용은 “P2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 분할”(45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BA

BC

루프 레코딩 시작 전

레코딩 사이클 1

레코딩 사이클 2

1st 카드 2nd 카드

레코드된 콘텐츠 없음 레코드된 콘텐트

레코딩 시작

1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각 아이템의 설정을 확인합니다. 
루프 레코딩 기능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7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메뉴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11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2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에서 [LOOP]를 설정합니다.

3 <REC> 버튼을 누릅니다.

 •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 레코딩을 정지하려면 <REC>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 설정을 삭제하려면,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에서 [NORMAL]을 설정합니다.

 •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 SETTING] → [RECORDING HOLD]에서 [OFF]가 설정되었을 때, 루프 레코딩 설정은
카메라를 끄면 삭제됩니다.

 • 레코딩 도중 [L-REC]이 디스플레이되고 멈춤시에 [L-]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루프 레코딩이 메모리 부족 등으로 실행되지 못할 때

참 조

 • 이 기능을 사용할 때, 2개의 P2 카드는 각각 반드시 최소한 1분의 여유 공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P2 카드의 잔여 여유 공간은 레코딩 포맷에 맞춰 표준 레코딩 시간을 표시하는 모드 확인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기존 레코딩이 지워진 직후 루프 레코딩이 정지하면, 카드에 레코드된 시간은 종종 표시된 시간보다 짧습니다.

 • 프리 레코딩과 원샷 레코딩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레코딩을 정지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P2 메모리 카드 액세스 LED 상태가 깜빡임에서 켜짐으로 변경될 때까지 다음 작업이 수신되지 않았습니다.

 •
제거되면 정지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루프 레코딩 도중 제너레이터 잠금의 입력 레퍼런스 시그널이 지장을 받을 때 루프 레코딩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Chapter 4 촬영 - 특수 레코딩 기능

카드에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을 때, 레코딩은 첫번째 카드로 돌아가고 레코딩은 그 카드에 이미 저장된 기존 데이터를 지우면서 

[LOOP]가 반짝입니다.

루프 레코딩 도중, 레코딩에 사용되는 모든 P2 카드의 P2 메모리 카드 액세스 LED는 켜지거나 주황색으로 반짝입니다. 루프 레코딩은 이들 P2 카드가



 69 

원클립 레코딩

싱글 레코딩(레코딩의 시작에서 정지까지)을 하나의 클립이 아닌 몇 개의 레코딩을 통합한 하나의 클립으로 레코드할 수 있습니다.

*

첫번째 레코딩

레코딩 정지

연결 클립의 그룹

최대 99개의 레코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99번째 레코딩이 끝나면, 클립의 연결이 자동으로 끝나고 다음 리딩은 새로운 클립이
됩니다.

레코드 시작

두번째 레코딩

레코딩 정지

레코드 시작

N번째 레코딩

레코딩 정지

레코드 시작

1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ONE CLIP REC]에서 [ON]을 설정합니다.

원클립 레코딩 모드가 선택되면, [1-CLIP]이 디스플레이됩니다.

2 <REC> 버튼을 누릅니다.

첫번째 레코딩이 시작되고 [START 1*CLIP]이 디스플레이됩니다.
그런 후에, 레코딩이 클립을 자동으로 링크하게 될 때마다, 하나의 싱글 그룹은 최대 99개의 레코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클립으로 레코딩

 • 레코딩이 멈췄을 때, 약 2초 이상 <STOP>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레코딩이 멈췄을 때 작동)

 • 레코딩 도중 약 2초간 <REC>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레코딩이 종료됩니다.(레코딩 도중 작동)

이들 작동으로 클립 연결은 끝나고 [END 1-CLIP]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새로운 분할 클립이 다음 레코딩에서 시작됩니다.

참 조

 •
- 전원이 꺼졌을 때
- 직전에 레코드된 P2 카드가 제거되었을 때
- P2 카드가 포맷되거나 클립이 삭제되었을 때(클립에 링크된 원본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 메뉴와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면, 클립 연결은 <STOP> 버튼을 약 2초 이상 누르더라도 클립 연결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원클립 레코딩 모드 종료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ONE CLIP REC]에서 [OFF]를 설정합니다.

클립의 연결된 부분을 큐업

레코딩이 시작할 때마다, 텍스트 메모는 자동으로 레코딩 시작 위치에 자동으로 추가되어 재생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위치의 썸네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레코딩 시작 위치에 자동으로 텍스트 메모를 추가하려면,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START TEXT MEMO]에서 [ON]을 설정합니다.

추가된 텍스트 메모의 위치를 보거나 재생하려면, 메인 메뉴 → [CLIP] → [REPOSITION]에서 [TEXT MEMO CLIPS]를 선택하고 타깃 클립에
커서를 둡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 “텍스트 메모 위치에서 재생”(106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재생 도중 텍스트 메모 위치를 정렬하려면,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SEEK POS SEL]에서 [CLIP&TEXT MEMO]를 설정하고
재생이 멈췄을 때 <     /REW>/<FF/     >을 누릅니다.

원클립 레코딩 모드에서 프록시 레코딩

원클립 레코딩 모드에서 프록시 레코딩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룹 프록시 데이터는 P2 Viewer Plus 등에서 싱글 클럽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연결된 클립의 동일한 형태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않습니다. 

하지만, SD 메모리 카드에 프록시 데이터를 레코딩할 때, 아래의 포인트를 주의하도록 합니다.

 • 클립 연결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SD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교체할 때, 프록시 레코딩은 연속된 클립이 연결될 때까지 SD 메모리 카드에서 시작되지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간과 파일의 숫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최대 1000개의 클립이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 SD 메모리 카드를 도중에 교체한 후 프록시 레코딩을 계속할 때, 아래의 작동을 실행합니다.

 -
 • 레코딩 도중 끊겨진 SD 메모리 카드의 프록시 데이터는 P2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에 대한 프록시 데이터로 인식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유지됩니다.

원클립 레코딩 모드를 사용할 때

 • 인터벌 레코딩, 원샷 레코딩, 루프 레코딩, 동시 레코딩 기능이 선택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 클립 연결이 계속되고, 메뉴와 썸네일 작동은 아래 제한에 따릅니다. <STOP> 버튼을 계속해서 약 2초 이상 누르고 클립 연결을 종료한 후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래 메뉴 아이템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AUDIO SMPL RES], [ASPECT CONV], [SCAN REVERSE]

 -
 메인 메뉴 → [SCENE FILE] → [LOAD/SAVE/INITIALIZE]
SD 메모리 카드로 리딩/익스포팅할 때와 설정 파일을 읽을 때, 아래 메뉴 아이템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Chapter 4 촬영 - 특수 레코딩 기능

아래의 경우, 카메라는 클립 연결을 끝내고 새로운 클립으로 레코드합니다.

새로운 클립으로 클립을 분할하려면, 아래 작동 중 하나를 이용하여 클립 연결을 끝냅니다.

<STOP> 버튼을 약 2초 이상 눌러 연결을 끝내고 새로운 클립으로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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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 [CARD FUNCTIONS]의 모든 아이템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 → [INITIALIZE]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MENU INITIALIZE]

 -아래의 썸네일 아이템은 선택하고 작동할 수 없습니다.
메인 메뉴 → [CLIP] → [COPY]

 • 다음 레코딩에 클립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코딩 종료에 필요한 프로세싱 시간은 표준 레코딩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재생 시, 연결되지 않은 오디오의 페이드 프로세싱은 레코딩이 클립 내에서 연결된 시간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 연결 숫자가 많은 클립이 비선형 편집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편집될 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의 형태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
 http://pro-av.panasonic.net/

동시 레코딩

이 기능은 2개의 P2 카드가 두 개의 슬롯에 삽입되었을 때 동일한 비디오를 2개의 P2 카드에 레코드합니다.

슬롯 1

슬롯 2

A clip

A clip

Stand-by

Stand-by

B clip

B clip

레코딩 시작

레코딩 종료

레코딩 시작

C clip

레코딩 종료(잔여 공간 없음)

메모리 카드 레코딩 시간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SIMUL REC]에서 [ON]을 선택하는 것은 카메라를 동시 레코딩 모드로 설정합니다.

동시에 레코딩할 수 있는 잔여 시간(이용 가능한 레코딩 공간보다 적은 메모리 카드의 잔여 시간)은 스크린의 미디어 잔여 공간 표시기에 디스플레이되고,
[SIMUL]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잔여 레코딩 공간이 조금 있는 슬롯의 P2 카드가 다 차면, 동시 레코딩은 정지합니다.

동시 레코딩을 다시 시작할 때,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P2 카드로 슬롯의 P2 카드를 교체하고 <REC> 버튼을 누릅니다.
동시 레코딩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 [SIMUL] 표시는 대각선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P2 카드를 교체하지 않고 <REC> 버튼을 누르면, 정상 레코딩이 슬롯 2의 P2 카드(잔여 메모리 공간이 있는 슬롯)에서 
실행됩니다.

동시 레코딩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72 페이지)의 테이블을 참조합니다.  

참 조

 • 2 개의 P2 카드가 인식될 때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양쪽의 P2 카드가 인식되기 전에 레코딩이 시작되면, 인식된 P2 카드를 이용하여 표준 레코딩이
실행됩니다. 카드 상태는 레코딩이 종료된 후 확인됩니다. 그 때, 양쪽 카드가 인식되면, 동시 레코딩이 실행됩니다.

 • 메인 메뉴 → [SYSTEM MODE] → [LINE&FREQ]가 [1080-59.94i/P], [1080-50i/P], [1080-23.87PsF]로 설정되면, 동시 레코딩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 동시 레코딩은 루프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원샷 레코딩, 듀얼 코덱 레코딩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시 레코딩 도중 P2 카드 중 하나에서 레코딩이 오작동이 발생하여 레코딩이 정지하면, 카메라는 다른 P2 카드에 레코딩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액세스하는 도중에 카드가 제거되면, 레코딩은 정지합니다.

 • 동시 레코딩이 종료한 후 P2 카드 중 하나에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공간을 가진 P2 카드가 자동으로 레코딩 타깃이 됩니다.
<REC> 버튼을 다시 눌러 정상적으로 레코드를 합니다.

 • 동시 레코딩 모드가 설정되었을 때 하나의 P2 카드만 삽입하면, 카메라는 표준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

핫스왑 레코딩

두 개의 P2 카드 슬롯에 P2 카드가 삽입되면, 레코딩은 두 개의 카드에 걸쳐 연속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레코드되고 있는 하나의 카드가 아닌 카드는 스왑될 수 있고 레코딩은 3개 이상의 카드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핫스왑 레코딩)

빈 카드 슬롯에 P2 카드가 삽입되었을 때 P2 카드 인식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합니다.
(프리 레코딩 직후 혹은 두 개의 카드 슬롯에 걸친 연속 레코딩 전후) 
P2 카드를 삽입했을 때, 레코드될 카드에 최소 1분의 여유 공간은 있어야 합니다.

참 조

 • 레코딩이 대기일 때 슬롯을 변경합니다. 레코딩 도중 슬롯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핫스왑 재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레코딩 확인 기능

 • 레코딩 종료 후, 렌즈의 <RET> 버튼을 눌러 마지막 클립의 약 3초간의 비디오와 오디오를 자동으로 재생합니다.

이 방법으로 비디오가 제대로 레코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 이후, 카메라는 다시 레코딩 시작 상태가 됩니다.

 • [REC CHECK] 기능은 USER 버튼에 할당 가능합니다.(61 페이지)  

Chapter 4 촬영 - 특수 레코딩 기능

작동 가능성이 확인된 소프트웨어의 최신 정보에 대해 아래의 웹 사이트의 support des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시 레코딩 후 마지막 클립 삭제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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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T> 버튼을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마지막 클립의 마지막 10초를 재생합니다. 레코딩 확인시 재생 도중, <RET>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재생이 정지합니다.

숏 마크 레코딩 기능

숏 마크는 다른 클립과 구분하기 위해 각 클립의 썸네일에 마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숏 마크가 부착된 클립만 디스플레이되거나 재생될 수 있습니다.

숏 마크 추가

USER 버튼에 미리 [SHOT MARK]를 할당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USE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1  [SHOT MARK]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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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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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숏 마크가 레코딩 멈춤 도중 추가되면, 그 숏 마크는 직전에 레코드된 클립에 추가됩니다.
 • 숏 마크는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될 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105 페이지)  
 • 숏 마크는 루프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원샷 레코딩 도중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작동이 유효하지 않으면, 버튼이 눌려졌을 때
[SHOT MARK INVALI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재생 도중, 숏 마크의 설정 혹은 취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재생을 멈췄을 때, 숏 마크의 설정 혹은 취소는 이용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된 것과 같이 조합된 클립에 숏 마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모든 P2 카드 구성 클립은 슬롯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 숏 마크는 조합된 클립 중 상단 클립에만 추가됩니다.

텍스트 메모 레코딩 기능

텍스트 메모는 클립이 레코드되거나 재생되는 동안 어느 비디오 포인트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모드가 추가된 클립만 썸네일로 선택될 수 있고 디스플레이됩니다. 또한, 텍스트 메모 위치에서 썸네일은 순서대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고
텍스트 메모 포인트에서 재생되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되고 복사될 수 있습니다.(105 페이지)  

텍스트 메모 추가

USER 버튼에 미리 [TEXT MEMO]를 할당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USE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1  레코딩 혹은 재생 도중, [TEXT MEMO]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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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최대 100개의 텍스트 메모가 싱글 클립에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메모는 루프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원샷 레코딩 도중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작동이 유효하지 않으면, 버튼이 눌려졌을 때
[TEXT MEMO INVALI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Chapter 4 촬영 - 특수 레코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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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멀티 포맷  

멀티 포맷

레코딩 시그널 선택

이 카메라는 AVC-Intra, AVC-LongG, DVCPRO HD 코덱의 조합된 포맷에서 HD(1080i/P, 1080i, 720P) 시그널을 레코드할 수 있고, 
DVCPRO50, DVCPRO, DV 코덱의 조합된 포맷에서 SD(480i/576i)를 레코드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레코딩과 촬영은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설정의 설명

[SYSTEM MODE]

[LINE&FREQ]
1080i/P, 1080i, 720P, 480i, 576i에서 시그널 포맷을 선택합니다.

[REC FORMAT]
HD 모드에서 AVC-Intra, AVC-LongG, DVCPRO HD의 코덱을 선택하고, SD 모드에서
DVCPRO50, DVCPRO, DV의 코덱을 선택합니다.

[AUDIO SMPL RES]

[REC FORMAT]이 [AVC-I100] 혹은 [AVC-I50]일 때 오디오 비트([24BIT] 혹은 [16BIT])의 숫자를

이들이 아닌 [REC FORMAT]에서, 레코딩은 24비트 혹은 16비트에 고정된 오디오 비트의 숫자에서 

이 설정이 변경되면,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카메라를 재시작합니다.

선택합니다.

실행됩니다. 상세 내용은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7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ASPECT CONV] SD 모드에서, 레코딩과 출력에 대한 비디오 화면 비율을 선택합니다.

참 조

 • [LINE&FREQ] 혹은 [REC FORMAT]이 변경되면, 비디오와 오디오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아닙니다.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

아래는 이 카메라의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 “√”은 지원, “-”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시스템 모드 레코딩 기능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AUDIO SMPL RES] 표준 레코딩 프리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1080 -59.94i/P]

[AVC- I100/30PN] —
[24BIT]/[16BIT]

√ — —

[AVC- I100/24PN] — √ — —

[AVC-G50/30PN] —

[24BIT]

√ — —

[AVC-G50/24PN] — √ — —

[AVC-G25/30PN] — √ — —

[AVC-G25/24PN] — √ — —

[AVC-G12/30PN] —
[16BIT]

√ — —

[AVC-G12/24PN] — √ — —

[1080 -50i/P]

[AVC- I100/25PN] — [24BIT]/[16BIT] √ — —

[AVC-G50/25PN] —
[24BIT]

√ — —

[AVC-G25/25PN] — √ — —

[AVC-G12/25PN] — [16BIT] √ — —

[1080 -23.98PsF]

[AVC-I100/24P] — [24BIT]/[16BIT] √ — —

[AVC-G50/24P] —
[24BIT]

√ — —

[AVC-G25/24P] — √ — —

[AVC-G12/24P] — [16BIT] √ — —

[1080 -59.94i]

[AVC- I100/60i] —
[24BIT]/[16BIT]

√ √ √

[AVC- I50/60i] — √ √ √

[AVC-G50/60i] —
[24BIT]

√ √ —

[AVC-G25/60i] — √ √ —

[AVC-G12/60i] —
[16BIT]

√ √ —

[DVCPRO HD/60i] [60i] √ √ √

[1080 -50i]

[AVC- I100/50i] —
[24BIT]/[16BIT]

√ √ √

[AVC- I50/50i] — √ √ √

[AVC-G50/50i] —
[24BIT]

√ √ —

[AVC-G25/50i] — √ √ —

[AVC-G12/50i] —
[16BIT]

√ √ —

[DVCPRO HD/50i] [50i] √ √ √

[720-59.94P]

[AVC- I100/60P] —

[24BIT]/[16BIT]

√ √ √

[AVC- I100/30PN] — √ — —

[AVC- I100/24PN] — √ — —

[AVC- I50/60P] — √ √ √

[AVC-G50/60P] —
[24BIT]

√ √ —

[AVC-G25/60P] — √ √ —

[AVC-G12/60P] —
[16BIT]

√ √ —

[DVCPRO HD/60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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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드 레코딩 기능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AUDIO SMPL RES] 표준 레코딩 프리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720-50P]

[AVC- I100/50P] —

[24BIT]/[16BIT]

√ √ √

[AVC- I100/25PN] — √ — —

[AVC- I50/50P] — √ √ √

[AVC-G50/50P] —
[24BIT]

√ √ —

[AVC-G25/50P] — √ √ —

[AVC-G12/50P] —
[16BIT]

√ √ —

[DVCPRO HD/50P] — √ √ √

[480-59.94i]

[DVCPRO50/60i]
[60i]

[16BIT]

√ √ √

[30P] √ — —

[DVCPRO/60i]
[60i] √ √ √

[30P] √ — —

[DV/60i]
[60i] √ √ √

[30P] √ — —

[576-50i]

[DVCPRO50/50i]
[50i]

[16BIT]

√ √ √

[25P] √ — —

[DVCPRO/50i]
[50i] √ √ √

[25P] √ — —

[DV/50i]
[50i] √ √ √

[25P] √ — —

시스템 모드 레코딩 기능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AUDIO SMPL RES] 원샷 레코딩 루프 레코딩 원클립 레코딩

[1080 -59.94i/P]

[AVC- I100/30PN] —
[24BIT]/[16BIT]

— — —

[AVC- I100/24PN] — — — —

[AVC-G50/30PN] —

[24BIT]

— — —

[AVC-G50/24PN] — — — —

[AVC-G25/30PN] — — — —

[AVC-G25/24PN] — — — —

[AVC-G12/30PN] —
[16BIT]

— — —

[AVC-G12/24PN] — — — —

[1080 -50i/P]

[AVC- I100/25PN] — [24BIT]/[16BIT] — — —

[AVC-G50/25PN] —
[24BIT]

— — —

[AVC-G25/25PN] — — — —

[AVC-G12/25PN] — [16BIT] — — —

[1080 -23.98PsF]

[AVC-I100/24P] — [24BIT]/[16BIT] — — —

[AVC-G50/24P] —
[24BIT]

— — —

[AVC-G25/24P] — — — —

[AVC-G12/24P] — [16BIT] — — —

[1080 -59.94i]

[AVC- I100/60i] —
[24BIT]/[16BIT]

√ √ √

[AVC- I50/60i] — √ √ √

[AVC-G50/60i] —
[24BIT]

— √ —

[AVC-G25/60i] — — √ —

[AVC-G12/60i] —
[16BIT]

— √ —

[DVCPRO HD/60i] [60i] √ √ √

[1080 -50i]

[AVC- I100/50i] —
[24BIT]/[16BIT]

√ √ √

[AVC- I50/50i] — √ √ √

[AVC-G50/50i] —
[24BIT]

— √ —

[AVC-G25/50i] — — √ —

[AVC-G12/50i] —
[16BIT]

— √ —

[DVCPRO HD/50i] [50i] √ √ √

[720-59.94P]

[AVC- I100/60P] —

[24BIT]/[16BIT]

√ √ √

[AVC- I100/30PN] — — — —

[AVC- I100/24PN] — — — —

[AVC- I50/60P] — √ √ √

[AVC-G50/60P] —
[24BIT]

— √ —

[AVC-G25/60P] — — √ —

[AVC-G12/60P] —
[16BIT]

— √ —

[DVCPRO HD/60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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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드 레코딩 기능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AUDIO SMPL RES] 원샷 레코딩 루프 레코딩 원클립 레코딩

[720-50P]

[AVC- I100/50P] —

[24BIT]/[16BIT]

√ √ √

[AVC- I100/25PN] — — — —

[AVC- I50/50P] — √ √ √

[AVC-G50/50P] —
[24BIT]

— √ —

[AVC-G25/50P] — — √ —

[AVC-G12/50P] —
[16BIT]

— √ —

[DVCPRO HD/50P] — √ √ √

[480-59.94i]

[DVCPRO50/60i]
[60i]

[16BIT]

√ √ √

[30P] — — —

[DVCPRO/60i]
[60i] √ √ √

[30P] — — —

[DV/60i]
[60i] √ √ √

[30P] — — —

[576-50i]

[DVCPRO50/50i]
[50i]

[16BIT]

√ √ √

[25P] — — —

[DVCPRO/50i]
[50i] √ √ √

[25P] — — —

[DV/50i]
[50i] √ √ √

[25P] — — —

시스템 모드 레코딩 기능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AUDIO SMPL RES] 동시 레코딩
듀얼 코덱 레코딩

HD 프록시*1 SD 프록시*2

[1080 -59.94i/P]

[AVC- I100/30PN] —
[24BIT]/[16BIT]

— — —

[AVC- I100/24PN] — — — —

[AVC-G50/30PN] —

[24BIT]

— — —

[AVC-G50/24PN] — — — —

[AVC-G25/30PN] — — — —

[AVC-G25/24PN] — — — —

[AVC-G12/30PN] —
[16BIT]

— — —

[AVC-G12/24PN] — — — —

[1080 -50i/P]

[AVC- I100/25PN] — [24BIT]/[16BIT] — — —

[AVC-G50/25PN] —
[24BIT]

— — —

[AVC-G25/25PN] — — — —

[AVC-G12/25PN] — [16BIT] — — —

[1080 -23.98PsF]

[AVC-I100/24P] — [24BIT]/[16BIT] — — —

[AVC-G50/24P] —
[24BIT]

— — —

[AVC-G25/24P] — — — —

[AVC-G12/24P] — [16BIT] — — —

[1080 -59.94i]

[AVC- I100/60i] —
[24BIT]/[16BIT]

√ √ √

[AVC- I50/60i] — √ — √

[AVC-G50/60i] —
[24BIT]

√ √ √

[AVC-G25/60i] — √ √ √

[AVC-G12/60i] —
[16BIT]

√ — —

[DVCPRO HD/60i] [60i] √ — —

[1080 -50i]

[AVC- I100/50i] —
[24BIT]/[16BIT]

√ √ √

[AVC- I50/50i] — √ — √

[AVC-G50/50i] —
[24BIT]

√ √ √

[AVC-G25/50i] — √ √ √

[AVC-G12/50i] —
[16BIT]

√ — —

[DVCPRO HD/50i] [50i] √ — —

[720-59.94P]

[AVC- I100/60P] —

[24BIT]/[16BIT]

√ — —

[AVC- I100/30PN] — √ √ —

[AVC- I100/24PN] — √ √ —

[AVC- I50/60P] — √ — —

[AVC-G50/60P] —
[24BIT]

√ — —

[AVC-G25/60P] — √ — —

[AVC-G12/60P] —
[16BIT]

√ — —

[DVCPRO HD/60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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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드 레코딩 기능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AUDIO SMPL RES] 동시 레코딩
듀얼 코덱 레코딩

HD 프록시*1 SD 프록시*2

[720-50P]

[AVC- I100/50P] —

[24BIT]/[16BIT]

√ — —

[AVC- I100/25PN] — √ √ —

[AVC- I50/50P] — √ — —

[AVC-G50/50P] —
[24BIT]

√ — —

[AVC-G25/50P] — √ — —

[AVC-G12/50P] —
[16BIT]

√ — —

[DVCPRO HD/50P] — √ — —

[480-59.94i]

[DVCPRO50/60i]
[60i]

[16BIT]

√ — —

[30P] √ — —

[DVCPRO/60i]
[60i] √ — —

[30P] √ — —

[DV/60i]
[60i] √ — —

[30P] √ — —

[576-50i]

[DVCPRO50/50i]
[50i]

[16BIT]

√ — —

[25P] √ — —

[DVCPRO/50i]
[50i] √ — —

[25P] √ — —

[DV/50i]
[50i] √ — —

[25P] √ — —

*1  [AVC-G6 2CH MOV]

*2 [SHQ 2CH MOV], [HQ 2CH MOV], [LOW 2CH MOV]

레코딩 설정과 레코딩 기능의 리스트

아래와 같이 작동하는 카메라의 레코딩 모드는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에서 [RECORDING]의 설정에 달려있습니다.
“이용 가능”의 경우 레코딩 기능은 일부 시스템 모드로 한정됩니다. 상세 내용은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의 표를 참조합니다.

설정 레코딩 설정(설정 메뉴) 레코딩/작동 가능/불가능

작동 모드 [RECORDING] 프리 레코딩 원클립 레코딩 동시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INTERVAL]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원샷 레코딩 [ONE SHOT]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루프 레코딩 [LOOP]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표준 레코딩 [NORMAL]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 참조

설정 레코딩 설정(설정 메뉴) 레코딩/작동 가능/불가능

작동 모드 [RECORDING] 듀얼 코덱 레코딩 텍스트 메모 숏 마크

인터벌 레코딩 [INTERVAL]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원샷 레코딩 [ONE SHOT]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루프 레코딩 [LOOP] 이용 불가 이용 불가 이용 불가

[NORMAL]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 참조

비디오 출력 선택

비디오 출력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출력은 예를 들어, 설정 메뉴와 SmartUI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아이템 설정의 설명

[MON]
 (SmartUI의 [SET02:MON/HDMI FORMAT] 스크린)

<MON OUT>과 <HDMI> 터미널로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시그널 형태를 선택합니다.

[SETUP] (메인 메뉴 → [SYSTEM MODE])

<MON OU> 터미널로 출력되는 시그널의 설정 레벨(컴포지트)을 선택합니다.
 • [0%] : 출력과 레코딩 모두를 위한 0% 설정

 • [7.5%A] : 출력만을 위한 7.5% 설정(레코딩 0%)

[SETUP] 메뉴 설정은 재생시에도 유효합니다.

[D.CON]
 (SmartUI의 [SET02:MON/HDMI FORMAT] 스크린)

HD 모드 (1080i, 720P)의 다운 컨버젼 출력(컴포지트와 SD SDI 출력)에서 스크린 형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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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터미널에서 비디오 출력 선택

 • “—”은 선택할 수 없는 아이템을 표시합니다.

[LINE&FREQ]

모니터 출력 설정
 (SmartUI의 [SET02:MON/HDMI FORMAT]

스크린)*
비디오 출력

[MON] [HDMI]
<SDI OUT/IN (OP)> 

터미널
<MON OUT> 터미널 <HDMI> 터미널

[1080 -59.94i/P]
[1080 -59.94i]

[AUTO] [1080i/720P]

1080/59.94i

1080/59.94i (HD SDI) 1080/59.94i

[480i] [480P] 480/59.94i (SD SDI) 480/59.94P

[VBS] [480P] 480/59.94i (VBS) 480/59.94P

[1080 -23.98PsF]

[AUTO] [1080i/720P]

1080/23.98PsF

1080/59.94i (HD SDI) 1080/59.94i

[480i] [480P] 480/59.94i (SD SDI) 480/59.94P

[VBS] [480P] 480/59.94i (VBS) 480/59.94P

[720-59.94P]

[AUTO] [1080i/720P]

720/59.94p

720/59.94p (HD SDI) 720/59.94p

[480i] [480P] 480/59.94i (SD SDI) 480/59.94P

[VBS] [480P] 480/59.94i (VBS) 480/59.94P

[480-59.94i]
[SDI] [480P]

480/59.94i
480/59.94i (SD SDI) 480/59.94P

[VBS] [480P] 480/59.94i (VBS) 480/59.94P

[1080 -50i/P]
[1080 -50i]

[AUTO] [1080i/720P]

1080/50i

1080/50i (HD SDI) 1080/50i

[576i] [576P] 576/50i (SD SDI) 576/50P

[VBS] [576P] 576/50i (VBS) 576/50P

[720-50P]

[AUTO] [1080i/720P]

720/50p

720/50P (HD SDI) 720/50P

[576i] [576P] 576/50i (SD SDI) 576/50P

[VBS] [576P] 576/50i (VBS) 576/50P

[576-50i]
[SDI] [576P]

576/50i
576/50i (SD SDI) 576/50P

[VBS] [576P] 576/50i (VBS) 576/50P

* [MON]과 [HDMI]은 맞물립니다.

레코딩/재생과 출력 포맷 리스트

 • 시그널 방법의 주파수는 소수점 자리없이 설명됩니다.

 -59.94 → 60/23.96 → 24/29.97 → 30

설정
레코딩 포맷

<SDI OUT/IN (OP)> 터미널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비디오 포맷 오디오

[1080 -59.94i/P]

[AVC- I100/30PN]
[AVC-G50/30PN]
[AVC-G25/30PN]
[AVC-G12/30PN]

Disabled

1080/30PN Native
1080/29.97P over 59.94i 

2:2
4ch

[AVC- I100/24PN]
[AVC-G50/24PN]
[AVC-G25/24PN]
[AVC-G12/24PN]

1080/24PN Native
1080/23.98P over 59.94i 

2:3
4ch

[1080 -59.94i]

[AVC- I100/60i]
[AVC- I50/60i]
[AVC-G50/60i]
[AVC-G25/60i]
[AVC-G12/60i]

Disabled 1080/60i 1080/59.94i 4ch

[DVCPRO HD/60i] [60i] 1080/60i 1080/59.94i 4ch

[1080 -50i/P]

[AVC- I100/25PN]
[AVC-G50/25PN]
[AVC-G25/25PN]
[AVC-G12/25PN]

Disabled 1080/25PN Native 1080/25P over 50i 2:2 4ch

[1080 -50i]

[AVC- I100/50i]
[AVC- I50/50i]
[AVC-G50/50i]
[AVC-G25/50i]
[AVC-G12/50i]

Disabled 1080/50i 1080/50i 4ch

[DVCPRO HD/50i] [50i] 1080/50i 1080/50i 4ch

[1080 -23.98PsF]

[AVC- I100/24PN]
[AVC-G50/24PN]
[AVC-G25/24PN]
[AVC-G12/24PN]

Disabled 1080/24PN Native 1080/23.98PsF 4ch

[720-59.94P]

[AVC- I100/60P]
[AVC- I50/60P]
[AVC-G50/60P]
[AVC-G25/60P]
[AVC-G12/60P]

Disabled
720/60P 720/59.94P 4ch

[DVCPRO HD/60P] 720/60P 720/59.94P 4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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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레코딩 포맷

<SDI OUT/IN (OP)> 터미널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비디오 포맷 오디오

[720-50P]

[AVC- I100/50P]
[AVC- I50/50P]
[AVC-G50/50P]
[AVC-G25/50P]
[AVC-G12/50P]

Disabled
720/50P 720/50P 4ch

[DVCPRO HD/50P] 720/50P 720/50P 4ch

[480-59.94i]
[DVCPRO50/60i]
[DVCPRO/60i]

[DV/60i]

[60i] 480/60i 480/59.94i

4ch
[30P]

480/30P over 60i 2:2 Pull 
Down

480/29.97PsF over 
59.94i 2:2

[576-50i]
[DVCPRO50/50i]
[DVCPRO/50i]

[DV/50i]

[50i] 576/50i 576/50i

4ch
[25P]

576/25P over 50i 2:2 Pull 
Down

576/25PsF over 50i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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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듀얼 코덱 레코딩  

듀얼 코덱 레코딩
이 카메라에서 메인 레코딩과 서브 레코딩의 다른 포맷 레코딩의 실행이 가능합니다.

서브 레코딩은, 1920 x 1080 해상도의 AVC-LongG 6 포맷에서 HD 프록시를 선택하거나 다른 해상도를 가진 세가지의 SD 프록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레코딩과의 조합은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72 페이지)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파일 포맷은 비선형 편집에 적합한 MOV 입니다.

듀얼 코덱 레코딩 설정

설정 메뉴

카메라로 프록시 데이터를 레코딩할 때,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DUAL CODEC SETTING]에서 설정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DUAL CODEC TYPE]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용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PROXY (P2)] :  프록시 데이터를 P2 카드로 레코드합니다.
[PROXY (P2&SD)] :  프록시 데이터를 P2 카드와 SD 메모리 카드 양쪽으로 레코드합니다.
[STREAMING] :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합니다.
[OFF] : 프록시 데이터를 레코드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PROXY MODE] 프록시 데이터의 레코딩 모드를 설정합니다.
[LOW 2CH MOV], [HQ 2CH MOV], [SHQ 2CH MOV], [AVC-G6 2CH MOV]

 • 초기 설정 : [HQ 2CH MOV]

[STREAMING MODE] 스트리밍의 전송 모드를 설정합니다.
[LOW], [HQ], [AVC-G6]

 • 초기 설정 : [AVC-G6]

뷰 파인더에 정보나 메시지로 레코드된 프록시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여부를 선택합니다.[PROXY DISP]
[ON] : 프록시 레코딩 정보와 레코딩 시작시 SD 메모리 카드 잔여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경고 정보는 항상 디스플레이됩니다.
[OFF] : 경고 발생시 3초간 프록시와 SD 메모리 카드 경고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 듀얼 코덱 레코딩과 시스템 모드 간의 관계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모드와 레코딩 기능”(7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프록시 데이터를 레코딩할 때,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FILE SPLIT]에서 [SPLIT]을 설정합니다.

 • 스트림이 출력되면, 프록시 데이터는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설정 상태 확인

카메라의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두번 밀어 모드 확인 기능으로 [DUAL CODE TYPE]과 [PROXY MODE]의 메뉴 값을
확인합니다.

레코딩 모드와 레코딩 시그널(비디오/오디오)

아래의 설정은 메인 메뉴 → [SYSTEM MODE] → [LINE&FREQ]에서 [1080-59.94i] 혹은 [1080-50i]가 설정되었을 때만 이용 가능합니다.

 ■ 비디오

레코딩 모드 파일 포맷 해상도 코덱 프레임 레이트 비트 레이트

[AVC-G6 2CH 
MOV]

MOV 1920 ×1080 H.264 60 fps/50 fps 6 Mbps

[SHQ 2CH MOV] MOV 960×540 30 fps/25 fps 3500 kbps

[HQ 2CH MOV] MOV 640×360 H.264 30 fps/25 fps 1500  kbps

[LOW 2CH MOV] MOV 480×270 H.264 30 fps/25 fps 800 kbps

 ■ 오디오

레코딩 모드 파일 포맷 코덱 채널 개수 채널당 비트 레이트 샘플링 주파수

[AVC-G6 2CH 
MOV]

MOV AAC-LC 2ch 64 kbps 48 kHz

[SHQ 2CH MOV] MOV LPCM 2ch 768  kbps 48 kHz

[HQ 2CH MOV] MOV AAC-LC 2ch 64 kbps 48 kHz

[LOW 2CH MOV] MOV AAC-LC 2ch 64 kbps 48 kHz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DUAL CODEC SETTING] → [DUAL CODE TYPE]에서 [PROXY (P2)] 혹은 [PROXY (P2&SD)]를 선택하고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쪽으로 두번 밀어 뷰 파인더에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EC> 버튼을 눌러 재료의 레코딩과 동일한 시간에 프록시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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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듀얼 코덱 촬영  

     SD 메모리 카드로 레코딩

프록시 데이터를 레코드하려면, 클래스2 이상의 표시가 있는 SD, SDHC, SDXC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에 대해
아래의 웹 사이트의 support desk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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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메모리 카드에 프록시 데이터를 레코딩할 때, 항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드를 포맷합니다.

    SD 메모리 카드 확인

1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삽입합니다.

2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SD CARD PROPERTY]를 선택합니다.

 • 포맷 상태는 [SD STANDARD]에서 디스플레이됩니다.

[NOT SUPPORTED]이 디스플레이되면, 카메라로 카드를 포맷합니다.

 • [PROXY REM] 아이템에서, 프록시 데이터의 잔여 레코딩 시간을 확인합니다.

디스플레이된 잔여 SD 메모리 카드 용량([PROXY REM])은 잔여 프록시 레코딩을 표시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한 공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잔여 용량이 999분을 초과할 때, [999min]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짧은 레코딩이 반복되면, 이용 가능한 레코딩 시간은 이용 가능 공간에 비교하여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프록시가 SD 메모리 카드에 레코드되지 않으면, 잔여 시간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NUMBER OF CLIPS] 아이템에서, SD 메모리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클립의 숫자가 1000개 이상이면,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더라도 SD 메모리 카드에 더이상 프록시 데이터가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
 • 숏 마크와 텍스트 메모는 SD 메모리 카드의 클립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썸네일 스크린에서 P2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을 삭제하면 SD 메모리 카드에 레코드된 프록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참 조

 •
 • 프록시 데이터가 SD 메모리 카드에 레코드되지 않으면,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DUAL CODEC SETTING] → [DUAL CODEC TYPE] → 
레코딩이 SD 메모리 카드로 실행되는 동안, 잔여 용량은 뷰 파인더에서 모드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OXY (P2&SD)]에서 설정되어도 [SD WR ERR]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이런 경우, SD 메모리 카드를 확인합니다. 상세 내용은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에 대한 에러 디스플레이”(8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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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메모리 카드 포맷

1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에 삽입합니다.

2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FORMAT SD CARD]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SD 메모리 카드 포맷을 완료합니다.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시간(추정)

레코딩 모드 전체 레코딩 레이트
레코딩 시간

(1GB 당) 
[AVC-G6 2CH MOV]  약 6 Mbps 약 13분

[SHQ 2CH MOV] 약 5060 Mbps 약 25분

[HQ 2CH MOV] 약 1650 Mbps 약 78분

[LOW 2CH MOV] 약 950 Mbps 약 135분

(이는 Panasonic 제품으로의 연속 레코딩에 대한 레퍼런스 값입니다.  레코딩 시간은 씬 혹은 클립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록시 데이터 확인

 •      표시는 레코드된 프록시 데이터를 가진 재료 클립에 대해 디스플레이됩니다.

 • 레코드된 프록시 데이터의 상세한 정보는 클립 속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프록시 데이터의 상세 정보 확인”(8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
 -
시간 코드, 사용자 비트, 정보는 프레임 유닛으로 레코드됩니다.

프록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P2 Viewer Plus를 사용합니다. P2 Viewer Plus의 일부 버젼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P2 Viewer Plus에 대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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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카메라로 레코드된 프록시 데이터를 가진 클립은 일부 P2 디바이스에서 unknown 클립으로 취급됩니다.        (unknown 클립 표시)은 썸네일에 
디스플레이되고 아래 작동은 이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 [DELETE]
- [REPAIR CLIP]
- [RE-CONNECTION]
- [COPY]
- [EXCH. THUMBNAIL]

프록시 데이터는 P2 카드 혹은 SD 메모리 카드에 비디오/오디오 파일과 실시간 메타 데이터 파일로 레코드됩니다.

오디오 파일 : XXXXXXXX.MOV
실시간 메타데이터 파일 : XXXXXXXX.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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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MEMO]와 [SHOT MARK] 추가와 삭제
재생은 가능합니다.
이 디바이스에서, 연결된 여러 개의 클립으로 만든 프록시 데이터를 가진 클립은 개별적으로 불완전한 클립     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프록시 데이터의 상세 정보 확인

작동 방법과 패널은 버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2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에서 [CLIP PROPERTY]를 선택합니다.

클립 속성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3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PROXY]를 선택합니다.

4 <SET> 버튼을 누릅니다.

프록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프록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

[FORMAT]

[VIDEO CODEC] 레코드된 데이터의 비디오 코덱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VIDEO FRAME RATE] 레코드된 데이터의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VIDEO BIT RATE] 레코드된 데이터의 비디오 비트 레이트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VIDEO RESOLUTION] 레코드된 데이터의 비디오 해상도가 디스플레이됩니다.

[ASPECT RATIO] 레코드된 데이터의 화면 비율이 디스플레이됩니다.

[TC SUPER] 레코드된 비디오에 TC(시간 코드) 디스플레이의 이중 인화 여부 표시

[AUDIO CODEC] 레코드된 데이터의 오디오 코덱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AUDIO BIT RATE] 레코드된 데이터의 오디오 비트 레이트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AUDIO SAMPLING RATE] 레코드된 데이터의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NUM.OF AUDIO CH] 레코드된 데이터의 오디오 채널의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에 대한 에러 디스플레이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도중 에러가 발생하면, 아래 테이블의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에러 디스플레이
행위와 원인 조치 행동

[PROXY ERROR] or [PROXY 
REC WARNING]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은 정지하지만, 재료의 레코딩은
계속됩니다.

 • 내부 프록시 모듈에서 발생한 에러

[PROXY ERROR]

 •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에러 발생

[PROXY REC WARNING]

 •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에러가 발생하면, 현재 레코드되는 
프록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프로세스됩니다.

- P2 카드에 레코드되는 프록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 SD 메모리 카드로 레코드되는 프록시 데이터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프록시 데이터가 제대로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끄고
다시 켜서 레코딩과 재생을 확인합니다.
에러가 계속 발생하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D 0 min] 재료와 프록시 데이터의 레코딩이 계속됩니다.
 • 전여 SD 메모리 카드 용량이 낮아집니다.
(약 1분보다 짧음)

[SD END] SD 메모리 카드로의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은 정지하지만,
P2 카드로의 레코딩은 계속됩니다.

 • SD 메모리 카드 용량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SD 메모리 카드에 레코드되는 프록시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삭제된 프록시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P2 카드에서 클립을 선택하고
그 클립을 SD 메모리 카드로 복사합니다.(81 페이지) 

[SD WR ERR] SD 메모리 카드로의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은 정지하지만, 
P2 크드로의 레코딩은 계속됩니다.
[PROXY (P2&SD)]가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DUAL CODEC SETTING] → [DUAL CODEC TYPE]에서 
설정되어도 프록시 데이터가 SD 메모리 카드에 레코드되지
않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에러 메시지가 레코딩 시작시 디스플레이되면 :
 • SD 메모리 카드 포맷이 다릅니다.

 • SD 메모리 카드가 1000개 이상의 클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에러 메시지가 레코딩 도중 디스플레이 되면 :
 • SD 메모리 카드는 레코딩 도중 배출됩니다.

 • SD 메모리 카드로 레코딩시 발생한 에러

SD 메모리 카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레코드 가능한 카드를
삽입합니다.(79 페이지)  

Chapter 4 촬영 - 듀얼 코덱 촬영

썸네일 스크린은 뷰 파인더에 나타납니다.

레코드된 데이터의 파일 포맷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뷰 파인더)

레코딩이 끝난 후, 새로운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레코딩이 끝난 후, 새로운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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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파인더)
에러 디스플레이

행위와 원인 조치 행동

[SD --min] or [SD WP] 프록시 데이터는 SD 메모리 카드로 레코드되지 않지만,
P2 카드로으 레코딩은 실행됩니다.

 •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SD --min]

 • SD 메모리 카드가 쓰기 방지되었습니다. [SD WP]

SD 메모리 카드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SD 메모리 카드로 프록시 데이터 복사

1  <THUMBNAIL> 버튼을 눌러 썸네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복사할 클립으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3 메인 메뉴 → [CLIP] → [COPY]에서 [SD CARD]를 선택합니다.

4 확인 메시지에서 [YES]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참 조

 • [SD END]가 디스플레이되고 SD 메모리 카드로 레코드되는 프록시 데이터가 삭제되면, 이 과정을 실행하여 P2 카드에서 프록시 데이터를 복사하고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합니다.

 • 소스 데이터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Chapter 4 촬영 - 듀얼 코덱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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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설정 데이터 취급  

설정 데이터 취급

[F1:]에서 [F6:]의 씬 파일은 메인 메뉴 → [SCENE FILE]에서의 설정에 따라 카메라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

*1 *1 *1 *1 *1 *1

*2 *2 *2 *2 *2 *2

*3

[F1:](초기 설정)

카메라

(현재 값)

(카메라에 저장된 값)

[F2:] [F3:] [F4:] [F5:] [F6:]

[F1:] [F2:] [F3:] [F4:] [F5:] [F6:]

[F1:] [F2:] [F3:] [F4:] [F5:] [F6:]

[F1:]

SD 메모리 카드

Scene file 1

[F2:] [F3:] [F4:] [F5:] [F6:]

[F1:]

Scene file 8

[F2:] [F3:] [F4:] [F5:] [F6:]

*1  메인 메뉴 → [SCENE FILE] → [LOAD/SAVE/INITIALIZE]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SmartUI의 [CAM02:SCENE FILE] 스크린의 [FILE]에서 선택된 씬 파일 유닛에 의해
*2 메인 메뉴 → [SCENE FILE] → [LOAD/SAVE/INITIALIZE]에서 [LOAD] 혹은 [SAVE]를 선택합니다.

SmartUI의 [CAM02:SCENE FILE] 스크린의 [FILE]에서 선택된 씬 파일 유닛에 의해
*3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SCENE FILE]에서 [LOAD] 혹은 [SAVE]를 선택합니다.

한번에 [F1:]에서 [F6:]

 ■

*1

*2

*3

[USER FILE](초기 설정)

카메라

(현재 값)

(카메라에 저장된 값)

[USER FILE]

[USER FILE]

SD 메모리 카드

User file 1

User file 8

*1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에서 [LOAD] 혹은 [SAVE]를 선택합니다.

*3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USER FILE]에서 [LOAD] 혹은 [SAVE]를 선택합니다.

SD 메모리 카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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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메모리 카드 삽입

1  슬롯 커버를 엽니다.

씬 파일 데이터 [F1:]에서 [F6:]은 파일로 저장되고 최대 8개 파일이 SD 메모리 카드에 한번에 저장될 수 있고 로드되고 사용할 수

설정 메뉴 값은 카메라에서 하나의 사용자 파일로 저장되고 최대 8개의 파일이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됩니다.

카메라의 설정 데이터 파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씬 파일

사용자 파일

설정 데이터 파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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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D 메모리 카드를 SD 메모리 카드 슬롯에 카드의 라벨을 위호하여 삽입하고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

참 조

•
있습니다. 슬롯에 무리하게 삽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삽입하기 전에 카드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 카메라에서 SD, SDHC, SDXC 표준에 맞는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 SD 메모리 카드 취급에 대한 상세 내용은 “SD 메모리 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2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기 전에, SD 메모리 카드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의 삽입이 어려우면, 카드가 거꾸로이거나 뒤집혀졌을 수

SD 메모리 카드 제거

슬롯 커버를 연 후 busy 램프가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SD 메모리 카드를 카메라 쪽으로 더 밀고 나서 릴리스 합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카드 슬롯에서 릴리스됩니다. SD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 .

메모리 카드를 사용 혹은 저장할 때 아래 포인트를 참조합니다.

 • 고온과 습도를 피합니다.

 • 물방울을 피합니다.

 • 전기를 피합니다.

카메라에 삽입된 카드 스틸에 슬롯 커버를 덮은 채로 SD 메모리 카드를 보관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작동 실행

SD 메모리 카드 포맷, SD 메모리 카드로 설정 데이터 쓰기 혹은 씌여진 데이터 읽기같은 작동을 실행하려면,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에서 
[FORMAT SD CARD]와 [SCENE FILE]/[USER FILE]을 사용합니다.

[LOAD] 혹은 [SAVE] 작동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SD 메모리 카드를 다시 포맷합니다.

카메라가 아닌 디바이스에서 SD/SDHC/SDXC 표준이 아닌 다른 표준으로 포맷된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면, 파일의 

   SD 메모리 카드 포맷

그림 1

1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FORMAT SD CARD]를 선택합니다. 

2  확인 스크린에서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그림 1)

메모리 카드 포맷을 원하지 않으면, [NO]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3 완료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되면, [OK]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에러 메시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썸네일과 메뉴 작동 도중”(195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SD 메모리 카드는 썸네일 스크린에서도 포맷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SD 메모리 카드 포맷”(11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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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데이터 사용 방법

설정 데이터의 콘텐트는 카메라의 사용자 영역에 씌여지고 씌여진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사용은 최적의 설정 상태를 빨리 만들어 내도록 합니다.

사용자 영역으로 설정 데이터 쓰기

1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에서 [SAVE]를 선택합니다.

2 
3 완료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되면,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Chapter 4 촬영 - 설정 데이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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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파일 설정 데이터를 초기 설정으로 복구

카메라에 저장된 씬 파일 로딩

카메라 메모리에 씬 파일 설정 데이터 저장

씌여진 사용자 데이터 로딩

1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에서 [LOAD]를 선택합니다.

2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이 데이터의 사용은 최적의 설정 상태를 빨리 만들어 내도록 합니다.

 ■ 초기 설정

F1:] :[  표준 촬영에 적합한 파일

F2:FLUO.] :[

F3:SPARK] :[

F4:B-STR] :[

F5:CINE V] :[

F6:CINE D] :[

참 조

• 씬 파일이 변경되어도 [SYSTEM MODE]는 변하지 않습니다.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모든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그림 1

1  SmartUI의 [CAM02:SCENE FILE] 스크린의 [FILE]에 저장할 씬 파일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SCENE FILE] → [LOAD/SAVE/INITIALIZE]에서 [SAVE]를 선택합니다.(그림 1)  

3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1  SmartUI의 [CAM02:SCENE FILE] 스크린의 [FILE]에서 로드할 씬 파일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SCENE FILE] → [LOAD/SAVE/INITIALIZE]에서 [LOAD]를 선택합니다. 

3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1  SmartUI의 [CAM02:SCENE FILE] 스크린의 [FILE]에서 초기 설정으로 복구할 씬 파일을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2  메인 메뉴 → [SCENE FILE] → [LOAD/SAVE/INITIALIZE]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Chapter 4 촬영 - 설정 데이터 취급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확인 스크린에 [SYSTEM RESTART]가 디스플레이되면, 카메라는 읽기가 완료된 후 재시작합니다.

파일 로딩이 시작됩니다.

설정 데이터의 콘텐트는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 씬 파일 영역에 쓰고 씌여진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씬 파일의 6가지 형태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형광등의 특징을 고려할 때(실내 촬영의 경우) 촬영에 적합한 파일

칼라 색조와 콘트라스트를 선명하게 하고 SD 촬영에 적합한 해상도 파일

어두운 영역의 톤 레벨이 스트레치될 때(해너미 촬영의 경우) 촬영에 적합한 파일

셰이퍼 콘트라스트를 가진 영화 비디오 촬영에 적합한 파일

넓은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진 영화 비디오 촬영에 적합한 파일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선택된 씬 파일이 카메라에 저장됩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선택된 씬 파일이 카메라에서 로드됩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씬 파일 데이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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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1  SmartUI의 [CAM02:SCENE FILE] 스크린의 [FILE]에서 타이틀을 변경할 씬 파일을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2 메인 메뉴 → [SCENE FILE]에서 [NAME EDIT]를 선택합니다.

타이틀 항목 스크린과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 커서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키보드에 설정하려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4 [OK]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1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에서 [MENU INITIALIZE]을 선택합니다.

2 [EXECUTE]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3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가 다시 시작되고 데이터는 초기 설정으로 복구됩니다.

SD 메모리 카드로 저장과 저장된 데이터 로딩

로드될 수 있습니다.

• 씬 파일에 대해, 현재 설정 값은 카메라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를 SD 메모리 카드에 쓸 수 있습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로드할 때, 현재 설정 값은 카메라에 저장된 데이터에 더하여 덮어 씌여집니다.

•

그림 1 그림 2

1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SCENE FILE]에서 [SAVE]를 저장합니다.(그림 1)

2 파일 번호(1에서 8)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그림 2)

타이틀 항목 스크린과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 커서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글자를 입력합니다.

4 키보드에서 [OK}을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5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1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SCENE FILE]에서 [LOAD]를 선택합니다.

2 파일 번호(1에서 8)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Chapter 4 촬영 - 설정 데이터 취급

씬 파일 혹은 메뉴 설정 상태를 초기 설정으로 복구하는 방법

선택된 씬 파일이 초기 설정으로 복구됩니다.

파일 이름이 업데이트됩니다.

카메라의 모든 씬 파일과 메뉴 설정은 한꺼번에 초기 설정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SYSTEM RESTART] 표시가 확인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씬 파일과 사용자가 설정한 다른 설정값은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최대 8개의 파일을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는

[F1:]에서 [F:6]의 모든 씬 파일이 덮어 씌여집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입력된 타이틀로 파일이 SD 메모리 카드에 씌여지고 그림 2의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씬 파일 타이틀 변경

씬 파일 저장

씬 파일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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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혹은 조그 다이얼 버튼)을 누릅니다.

로딩이 완료되변, [LOAD OK]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USER FIEL]에서 [SAVE] 혹은 [LOAD]를 선택합니다. 앞으로의 작동은 씬 파일과 동일합니다.

Chapter 4 촬영 - 설정 데이터 취급

사용자 파일 저장과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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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과 제너레이터 고정 설정의 선택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과 제너레이터 고정 설정의 선택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에 대해 비디오 시그널 고정

카메라에서의 비디오 시그널 출력은 외부 소스에서 공급되는 레퍼런스 시그널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GENLOCK IN> 터미널로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GENLOCK IN> 터미널에서 공급되는 레퍼런스 시그널로 Genlocking

시스템 프레임 주파수에 맞는 HD-Y 혹은 컴포지트 시그널은 <GENLOCK IN> 터미널로 공급됩니다.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GL PHASE]
(480i, 576i에서 이용 불가)에서 출력 시그널을 선택하여 입력 레퍼런스 시그널에 고정합니다.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H PHASE]에서 레퍼런스 시그널과 출력 시그널의 수평 페이스를 조정합니다.

참 조

 • 카메라의 컴포지트 시그널의 서브캐리어는 레퍼런스 시그널의 서브캐리어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출력 상태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과 제너레이터 고정 설정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출력 상태가 변경됩니다.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에서 [GL PHASE]를 설정합니다.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의 선택 제너레이터 고정 설정 출력 시그널 상태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과 페이스 관계)시스템 모드 입력 시그널  [GL PHASE]

1080i, 1080i/P

HD-Y

[HD SDI]
HD SDI 출력이 HD-Y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다운 컨버터 출력은 HD-Y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90 H의 지연이 
있습니다.

[COMPOSITE]
다운 컨버터 출력이 HD-Y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HD SDI 출력은 HD-Y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90H의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컴포지트

[HD SDI]
HD SDI 출력이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다운 컨버터 출력은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90 H의 지연이 
있습니다.

[COMPOSITE]
다운 컨버터 출력이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HD SDI 출력은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90 H의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720P

HD-Y

[HD SDI]
HD SDI 출력이 HD-Y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다운 컨버터 출력은 HD-Y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120 H의 지연이 
있습니다.

[COMPOSITE]
다운 컨버터 출력이 HD-Y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HD SDI 출력은 HD-Y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120H의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컴포지트

[HD SDI]
HD SDI 출력이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다운 컨버터 출력은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120 H의 지연이 
있습니다.

[COMPOSITE]
다운 컨버터 출력이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HD SDI 출력은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로부터 약 120H의 어드밴스가  
있습니다.

480i, 576i

컴포지트 — SD SDI 출력이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컴포지트 출력은 컴포지트 입력 시그널과 일치합니다.

HD-Y — SD SDI 출력은 HD-Y 입력 시그널에 잠기지 않습니다.
컴포지트 출력은 HD-Y 입력 시그널에 잠기지 않습니다.

참 조

 • 1080P 혹은 720P의 시스템 모드에서, HD-Y 시그널이 입력될 때 genlock이 비디오 시그널에 적용됩니다. 이 때, 시간 코드는 한 프레임씩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다운 컨버터 출력은 <MON OUT>과 <SDI OUT/IN(OP)> 터미널에서의 출력을 참조합니다.
 • 시스템 모드가 1080/23.98PsF일 때, 설정은 [GL PHASE]의 설정과 상관없이 [HD SDI]에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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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시간 데이터 설정
카메라는 시간 코드, 사용자  비트, 시간 데이터로 날짜와 시간(실시간)을 제공하고, 비디오의 synch의 프레임에 레코드됩니다.
클립 메타 데이터 파일에는 데이터로 레코드됩니다.

 ■ 시간 코드

Rec 런과 프리런은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의 [TC_MD]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F-RUN] : 전원이 꺼지더라도 시간 코드는 항상 진행하고, 실제 시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TC IN/OUT> 터미널로 입력되는
시간 코드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 [R-RUN] : 레코딩 도중에만 시간 코드가 진행됩니다. 이전에 레코드된 클립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이어집니다. 카운터 값은 카메라가 꺼지거나
레코드되는 P2 카드가 제거된 후에도 유지됩니다.

참 조

 • 아래의 경우, 값이 연속되지 않습니다.
- 레코드된 클립이 삭제될 때
- 24PN과 30PN(25PN)으로 전환될 때
- 레코딩 도중 [REC WARNING] 등의 오작동으로 인해 레코딩이 중단될 때

 ■ 사용자 비트

사용자 비트의 두가지 형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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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TC UB : VITC(DVCPRO로 VIDEO AUX 영역으로 레코드되는)로 레코드. HD SDI 시그널의 VITC로도 출력됩니다.

LTC UB는 사용자 설정값, 시간, 연/월/일, 시간 코드와 동일한 값,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 정보, <TC IN/OUT> 터미널에서의 외부 시그널의 입력값 등을 선택하고
레코드합니다.

VITC UB는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레코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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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시간(실시간)

 •
있습니다.

 • 내부 시계는 전원이 꺼져 있는 동안 프리런 시간 코드의 측정과 사용자 비트의 시간과 연/.월/일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썸네일의 분류 순서와 재생 순서를 결정하는 클립 레코딩 도중의 파일 생성 시간에 대한 레퍼런스로 사용됩니다.
•

상세 내용은 “내부 시계의 날짜/시간 설정”(4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시간 코드와 사용자 비트의 레코딩

시간 코드의 레코딩

설정 레코딩 TC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LTC VITC

[1080 -59.94i/P]

[AVC- I100/30PN]
[AVC-G50/30PN]
[AVC-G25/30PN]
[AVC-G12/30PN]

—

런/프리런 레코딩*
[DF]/[NDF]

30 유효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AVC- I100/24PN]
[AVC-G50/24PN]
[AVC-G25/24PN]
[AVC-G12/24PN]

런/프리런 레코딩*
[NDF]

24 유효 프레임

[1080 -59.94i]

[AVC- I100/60i]
[AVC- I50/60i]
[AVC-G50/60i]
[AVC-G25/60i]
[AVC-G12/60i]

— 런/프리런 레코딩*
[DF]/[NDF]
30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DVCPRO HD/60i] [60i]

[1080 -50i/P]

[AVC- I100/25PN]
[AVC-G50/25PN]
[AVC-G25/25PN]
[AVC-G12/25PN]

— 런/프리런 레코딩*
25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1080 -50i]

[AVC- I100/50i]
[AVC- I50/50i]
[AVC-G50/50i]
[AVC-G25/50i]
[AVC-G12/50i]

— 런/프리런 레코딩*
25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DVCPRO HD/50i] [50i]

[1080 -23.98PsF]

[AVC-I100/24P]
[AVC-G50/24P]
[AVC-G25/24P]
[AVC-G12/24P]

—
런/프리런 레코딩*

[NDF]
24 유효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시간 데이터의 정의

내부 시계로, 연, 월, 일, 시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고 <MON OUT> 터미널 등의 출력 이미지로 디스플레이될 수 

클립 메타 데이터와 UMID(Unique Material Identifier)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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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레코딩 TC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LTC VITC

[720-59.94P]

[AVC- I100/60P]
[AVC- I50/60P]
[AVC-G50/60P]
[AVC-G25/60P]
[AVC-G12/60P]

—
런/프리런 레코딩*

[DF]/[NDF]
30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DVCPRO HD/60P]

[720-50P]

[AVC- I100/50P]
[AVC- I50/50P]
[AVC-G50/50P]
[AVC-G25/50P]
[AVC-G12/50P]

— 런/프리런 레코딩*
25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DVCPRO HD/50P]

[480-59.94i]
[DVCPRO50/60i]
[DVCPRO/60i]

[DV/60i]

[60i] 런/프리런 레코딩*
[DF]/[NDF]
30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DV/60i]/[DV/50i]에 

레코딩 안됨)[30P]

[576-50i]
[DVCPRO50/50i]
[DVCPRO/50i]

[DV/50i]

[50i]
런/프리런 레코딩*

25 프레임

 LTC와 동일한 값
([DV/60i]/[DV/50i]에 

레코딩 안됨)[25P]

* 프리런에 대해서, 시간 코드는 <TC IN/OUT> 터미널의 입력 TC에 종속됩니다.

시간 코드의 출력

설정 출력 TC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TC OUT HD SDI의 LTC, VITC

[1080 -59.94i/P]

[AVC- I100/30PN]
[AVC-G50/30PN]
[AVC-G25/30PN]
[AVC-G12/30PN]

—

LTC가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AVC- I100/24PN]
[AVC-G50/24PN]
[AVC-G25/24PN]
[AVC-G12/24PN]

LTC가 30 프레임으로 전환되고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1080 -59.94i]

[AVC- I100/60i]
[AVC- I50/60i]
[AVC-G50/60i]
[AVC-G25/60i]
[AVC-G12/60i]

—
LTC가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DVCPRO HD/60i] [60i]

[1080 -50i/P]

[AVC- I100/25PN]
[AVC-G50/25PN]
[AVC-G25/25PN]
[AVC-G12/25PN]

— LTC가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1080 -50i]

[AVC- I100/50i]
[AVC- I50/50i]
[AVC-G50/50i]
[AVC-G25/50i]
[AVC-G12/50i]

—
LTC가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DVCPRO HD/50i] [50i]

[1080 -23.98PsF]

[AVC-I100/24P]
[AVC-G50/24P]
[AVC-G25/24P]
[AVC-G12/24P]

— LTC가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720-59.94P]

[AVC- I100/60P]
[AVC- I50/60P]
[AVC-G50/60P]
[AVC-G25/60P]
[AVC-G12/60P]

— LTC가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DVCPRO HD/60P]

[720-50P]

[AVC- I100/50P]
[AVC- I50/50P]
[AVC-G50/50P]
[AVC-G25/50P]
[AVC-G12/50P]

— LTC가 출력됩니다. LTC가 출력됩니다.

[DVCPRO HD/50P]

[480-59.94i]
[DVCPRO50/60i]
[DVCPRO/60i]

[DV/60i]

[60i]
LTC가 출력됩니다. None

[30P]

[576-50i]
[DVCPRO50/50i]
[DVCPRO/50i]

[DV/50i]

[50i]
LTC가 출력됩니다. None

[25P]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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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비트의 레코딩

설정 레코딩 TC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LTC UB VITC UB

[1080 -59.94i/P]

[AVC- I100/30PN]
[AVC-G50/30PN]
[AVC-G25/30PN]
[AVC-G12/30PN]

— [UBG MODE]*  를 따름1 프레임 정보 잠금
[AVC- I100/24PN]
[AVC-G50/24PN]
[AVC-G25/24PN]
[AVC-G12/24PN]

[1080 -59.94i]

[AVC- I100/60i]
[AVC- I50/60i]
[AVC-G50/60i]
[AVC-G25/60i]
[AVC-G12/60i]

—
[UBG MODE]*  를 따름1 [VITC UBG MODE]를 따름

[DVCPRO HD/60i] [60i]

[1080 -50i/P]

[AVC- I100/25PN]
[AVC-G50/25PN]
[AVC-G25/25PN]
[AVC-G12/25PN]

— [UBG MODE]*  를 따름1 프레임 정보 잠금

[1080 -50i]

[AVC- I100/50i]
[AVC- I50/50i]
[AVC-G50/50i]
[AVC-G25/50i]
[AVC-G12/50i]

—
[UBG MODE]*  를 따름1 [VITC UBG MODE]를 따름

[DVCPRO HD/50i] [50i]

[1080 -23.98PsF]

[AVC-I100/24P]
[AVC-G50/24P]
[AVC-G25/24P]
[AVC-G12/24P]

— [UBG MODE]*를 따름 [VITC UBG MODE]를 따름

[720-59.94P]

[AVC- I100/60P]
[AVC- I50/60P]
[AVC-G50/60P]
[AVC-G25/60P]
[AVC-G12/60P]

— [UBG MODE]*  를 따름1 프레임 정보 잠금

[DVCPRO HD/60P]

[720-50P]

[AVC- I100/50P]
[AVC- I50/50P]
[AVC-G50/50P]
[AVC-G25/50P]
[AVC-G12/50P]

— [UBG MODE]*  를 따름1 프레임 정보 잠금

[DVCPRO HD/50P]

[480-59.94i]
[DVCPRO50/60i]
[DVCPRO/60i]

[DV/60i]

[60i]
[UBG MODE]*  를 따름1 [VITC UBG MODE]*  를 

따름

2

[30P]

[576-50i]
[DVCPRO50/50i]
[DVCPRO/50i]

[DV/50i]

[50i]
[UBG MODE]*  를 따름1 [VITC UBG MODE]*  를 

따름

2

[25P]

*1  [EXT]로, <TC IN/OUT> 터미널의 UB가 종속됩니다.

*2 

사용자 비트의 출력

설정 출력 UB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TC OUT용 UB HD SDI용 LTC UB HD SDI용 VITC UB

[1080 -59.94i/P]

[AVC- I100/30PN]
[AVC-G50/30PN]
[AVC-G25/30PN]
[AVC-G12/30PN]

—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VITC UB가 출력됩니다.
[AVC- I100/24PN]
[AVC-G50/24PN]
[AVC-G25/24PN]
[AVC-G12/24PN]

LTC UB를 기초로, 
60P 이상에 따라 출력

LTC UB를 기초로, 
60P 이상에 따라 출력

[1080 -59.94i]

[AVC- I100/60i]
[AVC- I50/60i]
[AVC-G50/60i]
[AVC-G25/60i]
[AVC-G12/60i]

—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VITC UB가 출력됩니다.

[DVCPRO HD/60i] [60i]

[1080 -50i/P]

[AVC- I100/25PN]
[AVC-G50/25PN]
[AVC-G25/25PN]
[AVC-G12/25PN]

—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VITC UB가 출력됩니다.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CAMERA MODE]가 [30P]와 [25P]일 때, 프레임 레이트 정보가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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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출력 UB

[LINE&FREQ] [REC FORMAT] [CAMERA MODE] TC OUT용 UB HD SDI용 LTC UB HD SDI용 VITC UB

[1080 -50i]

[AVC- I100/50i]
[AVC- I50/50i]
[AVC-G50/50i]
[AVC-G25/50i]
[AVC-G12/50i]

—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VITC UB가 출력됩니다.

[DVCPRO HD/50i] [50i]

[1080 -23.98PsF]

[AVC-I100/24P]
[AVC-G50/24P]
[AVC-G25/24P]
[AVC-G12/24P]

—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720-59.94P]

[AVC- I100/60P]
[AVC- I50/60P]
[AVC-G50/60P]
[AVC-G25/60P]
[AVC-G12/60P]

—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VITC UB가 출력됩니다.

[DVCPRO HD/60P]

[720-50P]

[AVC- I100/50P]
[AVC- I50/50P]
[AVC-G50/50P]
[AVC-G25/50P]
[AVC-G12/50P]

— LTC UB가 출력됩니다. LTC UB가 출력됩니다. VITC UB가 출력됩니다.

[DVCPRO HD/50P]

[480-59.94i]
[DVCPRO50/60i]
[DVCPRO/60i]

[DV/60i]

[60i]
LTC UB가 출력됩니다. None None

[30P]

[576-50i]
[DVCPRO50/50i]
[DVCPRO/50i]

[DV/50i]

[50i]
LTC UB가 출력됩니다. None None

[25P]

사용자 비트 설정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UBG MODE]의 서브 코드 영역에서 레코드되는 사용자 비트를 설정합니다.

아이템 설명

[USER] 내부 사용자값을 레코드합니다. 사용자 값은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의 [UBG]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유지됩니다.
상세 내용은 “사용자 비트 입력 방법”(9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TIME] 내부 시계로 측정된 시간을 레코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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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 <TC IN/OUT> 터미널로 입력되는 현재 사용자 비트 값을 레코드합니다.

[TCG] 시간 코드 값을 레코드합니다.

[FRAME RATE] 카메라 포토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레코드합니다.
네이티브 포맷에 레코드된  클립을 재생할 때, VITC UB와 동일한 프레임 레이트 정보가 레코드된 값에 상관없이 출력됩니다.
컴퓨터와 같은 편집 디바이스가 사용자 비트의 프레임 레이트 정보를 사용할 때 이 설정에서 사용합니다.

[REGEN] 현재 레코드되는 P2 카드로 마지막으로 레코드된 사용자 비트를 읽고 이 값을 그대로 레코딩합니다.

참 조

 • <TC IN/OUT> 터미널로 입력되는 사용자 비트값에 slave-lock될 때, [EXT]로 설정합니다.
 • 슬레이브 도중, [UB] 디스플레이 글자는 흑과 백 반전으로 보입니다.
 • 슬레이브를 한번 실행한 후, <TC IN/OUT> 터미널로부터 입력은 정지하더라도, 슬레이브 상태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사용자 비트의 슬레이브 상태는 릴리스됩니다.
- [UBG MODE]가 [EXT]가 아닌 것으로 설정될 때
- 사용자 비트가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에 설정될 때
- 전원이 꺼졌을 때

 • 내부 [USER] 값은 슬레이브 잠금이 해제된 후에도 슬레이브 값을 보유합니다.
 • <TC IN/OUT> 터미널로부터 외부 시간 코드를 입력하려면,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IN/OUT SEL]에서 [TC IN]을 설정합니다.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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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비트 입력 방법

사용자 비트를 설정하여, 최대 8자리 길이의 메모(날짜, 시간) 같은 정보가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HOLD COUNTER RESET MONITOR SEL

/REW STOP FF/ PLAY/PAUSE

CAM

AUDIO

SET UP

HOME

LIGHT

0

-10
　-18
　-20

-30

dB

TC NDF SLABE P -REC

1 2

MEDIA
E F

BATT
E F

CH1

CH2

A 

a b

c

d

a : <HOLD> 버튼

b : <COUNTER> 버튼

c : <SETUP> 버튼

d : <HOME> 버튼

1  <SETUP> 버튼을 눌러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COUNTER> 버튼을 눌러 카운터 디스플레이를 [UB]로 설정합니다.

3 <     /REW> 버튼을 눌러 [UBG]를 [SET]로 설정합니다.

4 사용자 비트를 설정합니다.

 • 아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상 혹은 하 버튼을 누릅니다.

- [→] : 설정되는 자리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 [+] : 설정되는 자리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 [-] : 설정되는 자리의 숫자가 1씩 증가합니다.
- [RST] : 설정되는 자리의 숫자가 1씩 감소합니다.

5 <     /REW> 버튼울 누르고, 사용자 비트의 값을 입력하고 사용자 비트 설정 스크린을 빠져 나옵니다.

6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UBG MODE]에서 [USER]를 선택합니다.

참 조

 • <     /REW> 버튼을 누르지 않고 사용자 비트 설정 스크린을 빠져 나오면, 값 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사용자 비트의 유지

사용자 비트 설정은 자동으로 레코드되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유지됩니다.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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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비트에 레코드된 프레임 레이트 정보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사용자 비트로 설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촬영/저장된 이미지 정보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 값 저장은
편집기(퍼스널 컴퓨터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는 항상 VITC UB로 저장됩니다.

추가로,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UBG MODE]에서 [FRAME RATE]를 선택하는 것은 정보를 사용자 비트(LTC UB)에도 저장합니다.
네이티브 포맷으로 레코드된 클립의 재생에서, 레코드된 사용자 비트의 재생으로 얻은 프레임 레이트 정보와 동일한 값은 <TC IN/OUT> 터미널에서
HD SDI 출력 시그널 혹은 TC 출력의 사용자 비트로 출력됩니다.

프레임 레이트 정보

프레임 레이트, 이미지 풀다운, 시간 코드/사용자 비트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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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리의 확인 정보

고정 값

시퀀스 번호

24P : 0 - 4

상기 이외 : F로 고정

미디어 관리 정보

업데이트된 프레임 플래그와 유효한 프레임 플래그
REC 마크

카메라 이미지 모드

예)

(촬영 도중)

 (VFR 30PN or over 60P)
 (VFR over 60P) 
 (VFR24PN during shooting)
(VFR 25PN or over 50P)

시간 코드 설정

1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DF MODE]에서 [DF] 혹은 [NDF]를 설정합니다.

 • 드롭 프레임 모드에서 시간 코드가 앞서도록 [DF]를 설정하고, non-drop 프레임 모드에서 [NDF]를 설정합니다. 시간 코드는 24P와 24PN 모드에서
항상 [NDF]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2 <SETUP> 버튼을 눌러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 <COUNTER> 버튼을 눌러 카운터 디스플레이르 [UB]로 설정합니다.

4 <     /REW> 버튼을 눌러 [TCG]를 [SET]으로 설정합니다.

5 시간 코드를 설정합니다.

 • 아래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상 혹은 하 버튼을 누릅니다.

- 
- 
- 
- 

6 <     /REW> 버튼을 누르고, 시간 코드의 설정 값을 입력하고, 시간 코드 설정 스크린을 빠져 나옵니다.

7 <HOME> 버튼을 눌러 SmartUI의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시간 코드 설정 가능 범위

For 59.94  00:00:00:00 to 23:59:59:29

24PN 00:00:00:00 to 23:59:59:23

For 50 Hz 00:00:00:00 to 23:59:59:24

참 조

 • 24P로 사용할 때, 시간 코드 설정은 5 프레임 단위로 조정합니다. 24PN일 때, 4의 복수로 조정하고 720/30PN과 720/25PN일 때, 짝수로 조정합니다.
시간 코드는 레코딩 도중 설정할 수 없습니다.

 • <     /REW>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간 코드 설정 스크린을 빠져 나오면, 값 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 <RESET> 버튼울 시간 코드 설정 스크린일 때 눌려지면, 값은 0으로 리셋됩니다.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 : 설정되는 자리(반짝임)가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 : 설정되는 자리(반짝임)가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 : 설정되는 자리(반짝임)의 값이 1씩 증가합니다.
[RST] : 설정되는 자리(반짝임)의 값이 1씩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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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교체 도중 시간 코드 기능

배터리 교체 도중이라도, 백업 매커니즘 기능은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시스템 모드의 각 아이템이 변경될 때, 프리런의 시간 코드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다시 켜고, 시간 코드를 확인하고 필요시
리셋합니다.

참 조

 • <POWER> 스위치가 <ON> → <OFF> → <ON>으로 전환되었을 때, 프리런 모드의 시간 코드의 백업 정확도는
약 ±2 프레임입니다.

외부에서 시간 코드 고정

카메라의 내부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는 외부 제너레이터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 디바이스의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는 카메라의 내부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 고정용 연결 예

레퍼런스 시그널과 제너레이터 고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외부 레퍼런스 시그널과 제너레이터 고정 설정의 선택”(8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과 레퍼런스 시간 코드를 연결합니다.

 ■ 외부 시그널에 고정할 때

 

레퍼런스 시간 코드

<GENLOCK IN> 터미널

<TC IN/OUT> 터미널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

참 조

 • HD와 컴포지트 비디오 시그널의 Y 레퍼런스 시그널을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모드가 480i(576i)(SD), 1080P, 720P일 때, 컴포지트 비디오 시그널을 입력합니다.
 • 시스템 모드가 1080P와 720P일 때, HD-Y 시그널을 입력하면, genlock은 이미지 시그널에 적용되지만, 시간 코드는 1필드씩 이동할 수 

 • Genlock 입력 레퍼런스 시그널이 중단되면, 일반 레코딩은 실행될 수 없고 [TEMPORARY PAUSE IRREGULAR FRM SIG]가 뷰 파인더에서 반짝이고 클립이

하지만, 인터벌 레코딩, 원샷 레코딩, 루프 레코딩은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2대의 카메라가 연결되고 한 대가 레퍼런스 카메라로 사용될 때

<GENLOCK IN> 터미널<MON OUT> 터미널

<TC IN/OUT> 터미널<TC IN/OUT> 터미널

슬레이브 카메라레퍼런스 카메라

참 조

 • <TC IN/OUT> 터미널을 출력 혹은 입력할지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IN/OUT SEL]에서 설정합니다.
 •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OUTPUT REF]에서 [RECORDING]을 설정하고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GL PHASE]에서 [COMPOSITE]를 설정합니다.

 •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OUTPUT REF]에서 [RECORDING]을 설정하면, 2대의 카메라는 이미지에서 동일한 시간 코드로 레코드할 수
있게 됩니다.

 • 외부에서 컴포지트 시그널을 카메라의 <MON OUT>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서브캐리어에 고정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작동 절차 고정

시간 코드를 외부에서 고정하려면, 아래 스텝을 따릅니다.

1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IN/OUT SEL]에서 [TC IN]을 설정합니다.

2 <SETUP> 버튼을 눌러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 <COUNTER> 버튼을 눌러 카운터 디스플레이를 [TC]로 설정합니다.

4 <STOP> 버튼을 눌러 [TC_MD]를 [F-RUN]으로 설정합니다.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있습니다.

분할됩니다. 시간 코드의 연속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그널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레코딩은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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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퍼런스 시간 코드와 (시간 코드 사양에 맞는) 페이스 관계에 있는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을 <TC IN/OUT> 터미널과 <GENLOCK IN> 
터미널로 입력합니다.

내장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는 레퍼런스 시간 코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후 약 10초가 경과했을 때, 외부 고정 상태는 외부 디바이스의 레퍼런스
시간 코드의 연결이 분리되어도 계속 유지됩니다.

 • Genlock의 입력 레퍼런스 시그널이 방해를 받으면, 레코딩은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습니다. 뷰 파인더에 [TEMPORARY PAUSE IRREGULAR SIG]가

하지만, 루프 레코딩 도중일 경우 레코딩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외부 고정이 실행될 때, 시간 코드는 순간적으로 외부 시간 코드에 고정되고, 외부 시간 코드의 값과 동일한 값이 카운터 디스플레이 영역에
출력되고 [tc] 디스플레이는 흑백 반전이 됩니다. Synch 제너레이터가 안정될 때까지 
 몇 초간 레코딩 모드에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시간 코드를 <TC IN/OUT> 터미널 시그널에 고정합니다.

 •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PRE REC]에서 [ON]을 설정한 카메라를 사용할 때, 레코딩 혹은 외부 시간 코드가 <TC IN/OUT> 
터미널로 종속 고정되기 직전에 시간 코드가 레코딩 런에서 프리런으로 전환되면 중지된 이미지 혹은 시간 코드가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 한번 종속을 실행하면, <TC IN/OUT> 터미널과 <GENLOCK IN> 터미널 입력이 없어도 종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종속 상태는 릴리스 됩니다.

- 시간 코드가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에서 설정되었을 때
- 전원이 꺼졌을 때
- [DF MODE]의 [DF]/[NDF] 사이가 전환됐을 때
- SmartUI의 [SET01:TC/UB]에서 [TC_MD]가 [R-RUN]으로 설정되었을 때
- [REC FORMAT]과 [CAMERA MODE] 사이가 전환됐을 때

시간 코드가 외부에서 고정됐을 때 사용자 비트의 설정

외부 소스에서 사용자 비트를 입력값으로 고정하려면,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UBG MODE]를 [EXT]로 설정합니다.
레코딩 런/프리런의 설정과 상관없이, <TC IN/OUT> 터미널로 입력되는 사용자 비트값에 종속됩니다.

외부 고정 취소

외부 시간 코드의 공급이 정지된 후,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UBG MODE]를 [EXT]가 아닌 것으로 설정합니다.

 외부 고정이 활성화되었을 때 파워 서플라이를 배터리에서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로 전환할 때
주의 사항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에 전원 공급을 연속으로 유지하려면,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DC IN> 터미널에 연결하고 배터리 팩을 제거합니다.

외부 고정이 활성화되었을 때 카메라 유닛의 외부 동기화

외부 고정이 활성화되었을 때, <GENLOCK IN> 터미널로 입력되는 레퍼런스 비디오 시그널로 카메라 유닛에서 genlock은 활성화됩니다.

참 조

 • 마스터 디바이스인 카메라로 여러 유닛을 외부 고정하려면, 카메라와 같은 동일한 설정으로 설정합니다. 섞이고 프로그레시브한 스캐닝의 혼합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비디오와 시간 코드의 연속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 24P 혹은 24PN 네이티브 모드에서 외부 고정일 때, non-drop 프레임 시간 코드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Drop 프레임을 사용하여 외부 고정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5 프레임 사이클의 할당때문이고 오작동은 아니지만, 이미지는 외부 고정이 활성화되는 순간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시간 코드 공급

카메라 이미지 혹은 재생된 이미지 일치로 카메라에서 VTR 혹은 다른 레코딩 디바이스로 출력 시간 코드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TC IN/OUT> 터미널

<SDI OUT/IN (OP)> 터미널 혹은 <MON OUT> 터미널

VIDEO IN 터미널

SDI IN 터미널

HD SDI IN 터미널

TC IN 터미널

VTR, etc.

1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OUTPUT REF]에서 [MON OUT]을 설정합니다. 

2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GL PHASE]에서 [HD SDI] 혹은 [COMPOSITE]를 설정하여 공급된 비디오 출력을 일치시킵니다.

3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OUT]에서 [TCG/TCR]을 설정합니다.

4 메인 메뉴 → [IN/OUT SEL] → [TC IN/OUT SEL]에서 [TC OUT]을 설정합니다.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디스플레이되고 클립이 분할됩니다. 시간 코드의 연속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시그널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레코딩은 다시 시작됩니다.

배터리 팩을 먼저 제거하면, 시간 코드가 고정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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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메인 메뉴 → [IN/OUT SEL]에서 [TC OUTPUT REF]를 [MON OUT]으로 설정했으면, 입력 시간 코드는 비디오 출력 지연과 일치되도록 출력됩니다.

Genlock과 시간 코드 입력/출력의 연결과 설정

Genlock과 시간 코드 입력/출력 사이의 연결과 설정의 관계는 아래 표에 나타납니다.

Genlock 입력과 카메라 출력 페이스가 일치하멸 때, √ 가 디스플레이되고 일치하지 않을 때, x 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카메라 레코딩 포맷이 1080i/P, 1080i 일 때

카메라 사용 조건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미지와
표준 시그널

SDI VIDEO SDI VIDEO

Genlock 입력 1080i SD (480i/576i) 

카메라 설정 [GL PHASE] [HD SDI] [COMPOSITE] [HD SDI] [COMPOSITE]

Genlock 입력과 카메라 
출력 페이스

SDI 출력(HD) √ 90H advance √ 90H advance

비디오 출력과 SDI 출력
(SD)

90H delay √ 90H delay √

시간 코드 출력 √ √ √ √

 ■ 카메라 레코딩 포맷이 720P 일 때

카메라 사용 조건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미지와
표준 시그널

SDI VIDEO SDI VIDEO

Genlock 입력 720P SD (480i/576i) 

카메라 설정 [GL PHASE] [HD SDI] [COMPOSITE] [HD SDI] [COMPOSITE]

Genlock 입력과 카메라 
출력 페이스

SDI 출력(HD) √ 120H advance √ 120H advance

비디오 출력과 SDI 출력
(SD)

120H delay √ 120H delay √

시간 코드 출력 × × √ √

 ■ 카메라 레코딩 포맷이 480i/576i 일 때

카메라 사용 조건

외부에서 공급되는 이미지와
표준 시그널

SDI VIDEO

Genlock 입력 SD (480i/576i) 

카메라 설정 [GL PHASE] Disabled

Genlock 입력과 카메라 
출력 페이스

SDI 출력(HD) None

비디오 출력과 SDI 출력
(SD)

√

시간 코드 출력 √

카운터 설정과 디스플레이

카운터 값이 “시:분:초.프레임”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카운터 값은 재생 도중에도 디스플레이됩니다.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REC COUNTER]에서 두 가지 형태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UNTER> 버튼을 사용하여 카운터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때, 카운터 값은 뷰 파인더의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TOTAL] : 카메라는 <RESET> 버튼을 이용하여 리셋할 때까지 카운트를 계속합니다. P2 카드를 교체하거나 혹은 전원을 끄더라도, 
값은 유지됩니다.

[CLIP] : 레코딩을 시작할 때마다 카운터 값이 지워지고 카운트는 0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촬영하는 클립의 레코딩 시간을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RESET> 버튼이 카운터 값이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눌려지면, 카운터 값은 리셋되고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 카운터 값은 프레임 단위로 디스플레이됩니다.

Chapter 4 촬영 - 시간 데이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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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촬영 - 편리한 촬영 기능 

편리한 촬영 기능

스캔 리버스 촬영

메인 메뉴 → [SYSTEM MODE] → [SCAN REVERSE]에서 [ON]을 설정하여 수직 혹은 수평 방향으로 거꾸로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레코딩합니다.

제브라 패턴 디스플레이

카메라는 두 가지 형태의 제브라 패턴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제브라 패턴은 메뉴 설정에 딸라 <MON OUT> 터미널에서 비디오로 디스플레이될 수도 있습니다.

제브라 패턴 디스플레이에 대한 레벨은 메인 메뉴 → [DISPLAY SETUP]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뷰 파인더의 <ZEBRA>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현재 메뉴에 설정된 제브라 패턴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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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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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85%]

[ZEBRA2] 제브라 패턴 2의 on/off를 설정하고 형태를 선택합니다.
[ON], [SPOT], [OFF]

 • 초기 설정 :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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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출력 터미널(<SDI OUT/IN (OP)>, <MON OUT>, <HDMI>)에 제브라 패턴을 디스플레이하려면, 메인 메뉴 → [IN/OUT SEL] → [MON OUT ZEBRA]에서
설정합니다.

센터 마커 디스플레이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CENTER MARK]에서 [OFF]가 아닌 아이템을 설정하면 디스플레이합니다.

참 조

 • 센터 마커 디스플레이는 터미널 <SDI OUT/IN (OP)>, <MON OUT>, <HDMI>의 이미지에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세이프티 존 마커 디스플레이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SAFETY MARK]에서 선택한 아이템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세이프티 존 마커의 크기는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SAFETY AREA]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세이프티 존 마커 디스플레이는 <SDI OUT/IN (OP)>, <MON OUT>, <HDMI>의 이미지에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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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마커 디스플레이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FRAME MARK]에서 [ON]이 설정되었을 때 디스플레이합니다.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FRAME SIG]에서 뷰 앵글을 설정합니다.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FRAME LVL]에서 아웃사이드 레벨을 설정합니다.

촬영 상태 확인과 디스플레이

<DISP/MODE CHK> 스위치는 레코딩 대기 혹은 레코딩 도중 촬영 상태를 확인하는 스프링 스위치입니다.

• 이 스위치를 <OFF> 쪽으로 밀어 뷰 파인더의 작동 상태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디스플레이, 영역 프레임, 카운터, 마커, 세이프티 존과 같은 프레임 
디스플레이를 삭제합니다.

 • 이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면 모든 촬영 기능의 설정 상태, USER 버튼에 할당된 기능 리스트 등과 같은 정보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정보 페이지를 전환합니다.

이미지 사이즈 변경

480i/576i 모드에서 레코딩할 때, 레코드된 이미지의 크기(화면 비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SYSTEM MODE] → [ASPECT CONV]를
선택합니다.

[SIDE CROP] :  표준 4:3 모드를 사용하여 레코드합니다. 좌우 엣지를 자릅니다.

[LETTER BOX] :  16:9 화면비로 레코드합니다. 스크린의 상, 하에 검은 밴드가 레코드됩니다. [LETTER BOX]로 설정하면, 뷰 파인더의 스크린 크기가 
16:9이므로 상, 하의 검은 밴드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에 [LT.BOX]가 디스플레이됩니다.

[SQUEEZE] :  카메라 이미지는 레코딩시 수평 방향으로 압축됩니다. 레코드된 이미지를 화이드 스크린을 지원하는 TV 모니터에 리플레이하여
이미지를 16:9의 화면 비율로 변환합니다.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

콘트라스트를 유지한 일반 촬영 도중 과다 노출된 매우 밝은 영역에 대한 이미지 시그널을 압축하여 다이내믹 레인지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처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때, knee 기능, 블랙 감마 기능, 감마 모드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컬러링에서 미세한 차이는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의 on/off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SCENE FILE] → [DRS EFFECT DEPTH]에서 압축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DRS]의 [ON]/[OFF]는 USER 버튼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역광) 보상

백라이트에서 피사체를 촬영할 때, [BACKLIGHT]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백라이트 보상용 자동 조리개 콘트롤이 피사체 이미지가 어두워지는 것을 막습니다.

USER 버튼을 다시 눌러 백라이트 보상을 취소합니다.

칼라 바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를 <BARS>로 설정하면 TV 혹은 외부 모니터에서 이미지 퀄리티를 조정하기 편리한 툴인 칼라바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형태의 칼라 바([SMPTE]/[FULL BARS]/[SPLIT]/[ARIB])를 메인 메뉴 → [SW MODE] → [BARS TYPE]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형 모니터 기능

[WFM]이 할당된 USER 버튼으 ㄹ눌러 이미지 파형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버튼을 다시 눌러 정상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
 • 파형과 벡터 디스플레이는 메인 메뉴 → [SW MODE]에서 [WFM MODE]를 사용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포커스 지원 기능 [EXPAND]가 활성화되었을 때 파형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파형 디스플레이는 레코드되지 않습니다.

Chapter 4 촬영 - 편리한 촬영 기능

뷰 파인더에 [BACK]이 디스플레이됩니다.



한번의 촬영에서 생성되는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메모, 메타 데이터같은 부가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는 클립으로 저장됩니다.
카메라로 클립을 재생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Chapter 5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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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재생 - 일반과 가변 속도 재생  

일반과 가변 속도 재생
클립의 재생은 썸네일 스크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 일반 속도 재생

칼라 재생 이미지는 <PLAY/PAUSE> 버튼을 눌러 뷰 파인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칼라 재생 이미지는 모니터 출력 터미널
(<SDI OUT/IN (OP)>, <HDMI> and <MON OUT>)로 연결된 칼라 비디오 모니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생 도중 <PLAY/PAUSE> 버튼을 눌러 재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빨리와 뒤로 빨리 재생

<FF/     >와 <     /REW> 버튼은 32x과 4x의 앞으로 빨리와 뒤로 빨리 재생을 제공합니다. 정지시 이 버튼을 누르면 32x 속도로 앞으로 빨리 혹은
뒤로 빨리 감고 재생시는 4x 속도입니다.

 ■ 클립 재생

<THUMBNAIL> 버튼을 눌러 썸네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클립의 재생은 썸네일 스크린에 실행됩니다.

 ■ 클립 큐잉

재생이 멈췄을 때 <FF/     > 버튼이 눌려지면, 재생되던 클립은 다음 클립의 시작 위치에서 멈춥니다.(큐 업 상태) 재생이 멈췄을 때, 
<     /REW> 버튼이 눌려지면, 재생되던 클립은 현재 재생되는 클립의 시작 위치에서 멈춥니다.(큐 업 상태)

참 조

 • P2 카드를 제거 혹은 삽입 직후이거나 일부 다른 조건에서, 작동은 클립 정보를 읽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UPDATING..]이 썸네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P2 카드가 다른 카드가 재생되는 동안 삽입되면, 삽입된 카드의 클립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재생 도중 삽입된 P2 카드는 재생이 끝난 후 인식됩니다.

 • 여러 개의 P2 카드에 가변 속도로 레코드된 클립의 재생시, 오디오는 순간적으로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아닙니다.
 • 다른 시스템 모드에서 클립을 재생하려면,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클립의 포맷에 [LINE&FREQ]를 일치시키고 카메라를 다시
설정합니다.

 • 다른 디바이스에 레코드된 CH5에서 CH8의 오디오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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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썸네일 작동

썸네일 작동 개요

클립은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메모, 하나의 촬영에서 만들어지는 메타 데이터 같은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촬영 세션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그룹입니다.

 • 클립의 재생, 삭제, 복사, 복구

 • 클립에 숏 마크와 텍스트 메모의 추가 혹은 삭제

 • 텍스트 메모를 이용한 클립의 부분 복사

 • 텍스트 메모를 이용한 썸네일 이미지 변경

 • P2 카드와 SD 메모리 카드 포맷

 • SD 메모리 카드에서 클립 메타 데이터 업로드와 편집

썸네일 스크린

<THUMBNAIL> 버튼을 눌러 뷰 파인더에 썸네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THUMBNAIL>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정상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또한, 정상 디스플레이가 썸네일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변경되면, 모든 클립은 썸네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썸네일 스크린의 <MENU> 버튼을 눌러 썸네일 메뉴 작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4 5

6

7

3

1 2

16

17

11

8 9 10

12

13

14

15

18

19

1  상태 메시지
프로세스 상태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UPDATING]과 아이콘     이 스크린이 리프레쉬되는 동안 디스플레이됩니다.

2 카드 슬롯, 스토리지 디바이스,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상태 디스플레이
P2 카드, 스토리지 디바이스, 네트워크 연결의 상태 조건이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백색) P2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카드 슬롯 번호가 백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황색) 커서 위치의 클립이 저장되는 P2 카드의 카드 슬롯 번호가 황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클립이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서 레코드되면, 클립을 포함하고 있는 카드의 모든 슬롯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삽입된 P2 카드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프레임이 적색으로 변합니다.
 • [RUNDOWN CARD]

P2 카드의 덮어쓰기 최대 횟수를 초과했습니다.

 • [DIR ENTRY NG CARD]

P2 카드의 디렉토리 구조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AUTH NG CARD]

카드가 CPS 패스워드를 인증할 수 없는 microP2 메모리 카드임을 표시합니다.

 (회색)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회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백색)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사용될 때 백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황색)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클립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될 때 황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적색)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연결되었지만 사용할 수 없을 때 적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회색) 유선 LAN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때 회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백색) 유선 LAN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백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황색) 유선 LAN이 연결될 때 황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적색) 유선 LAN의 연결에 문제가 있을 때 적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회색) 무선 LAN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때 회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백색) 무선 LAN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백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황색) 무선 LAN이 연결될 때 황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적색) 무선 LAN의 연결에 문제가 있을 때 적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회색) 4G/LTE USB 모뎀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때 회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아래 작동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는 클립 썸네일을 보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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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4G/LTE USB 모뎅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백색을 디스플레이됩니다.

 (Yellow) 4G/LTE USB 모뎀이 연결되었을 때 황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시그널 세기가 황색 바로 디스플레이됩니다.

 (Red) 4G/LTE USB 모뎅의 연결에 문제가 있을 때 적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리모트 콘트롤이 IP 연결에서 가능할 때, “R”이 네트워크 상태 표시에 디스플레이됩니다.

3 디스플레이 모드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썸네일의 형태와 다른 정보 스크린의 형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디스플레이를 전환하려면, 
“썸네일 스크린 디스플레이 설정”(10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ALL] 모든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AME FORMAT] 시스템 포맷과 동일한 포맷의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ELECT] 커서 버튼으로 선택된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MARKER] 숏 마크가 있는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TEXT MEMO] 텍스트 메모 데이터가 있는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LOT n]

[P2/REMAIN] 미디어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잔여 용량)

[P2/USED] 미디어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사용 용량)

[META DATA] 설정 메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4 간단 속성 디스플레이
포인터가 위치한 클립의 다양한 속성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메뉴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속성”(11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면, 디스플레이 가능한 최대 글자수만 디스플레이됩니다.

5 썸네일
각 클립에 레코드된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CH. THUMBNAIL] 기능을 이용하여 이 썸네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썸네일 스크린 디스플레이 설정”(10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6 클립 정보 디스플레이
이 아이템을 설정하여 시간 코드 [TC]/사용자 비트 [UB]/촬영 시간 [TIME]/촬영 날짜 [DATE]/촬영 일시[DATE TIME]/클립 이름 [CLIP NAME]/
사용자 클립 이름 [USER CLIP NAME]/카드 슬롯 번호 [SLOT]/썸네일 시간 코드 [THUMBNAIL TC] 중 하나를 클립 레코딩 시작시에 
디스플레이합니다.

7  레코딩 모드
커서가 위치해 있는 클립의 레코딩 모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8 시스템 포맷
커서가 위치해 있는 클립의 포맷을 디스플레이합니다.

9 기간
커서 위치에서 클립 길이(기간)과 클립 길이에 대해 대략적인 현재 재생 위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재생 위치 디스플레이는 메인 메뉴 → [CLIP] → [THUMBNAIL SETUP] → [PB POSITION]에서 [RESUME]가 선택되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재생 위치는 재생 시작 위치가 시작부가 아닐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10  선택된 클립의 정보
선택된 클립의 숫자 혹은 클립의 전체 길이를 보여줍니다.

11  클립 번호
보통 가장 이른 레코딩 날짜와 시간부터 순서가 할당되는, P2 카드의 클립에 할당된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재생할 수 없는 클립의 번호는 적색으로 보이고 재생 불가능 표시       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상세 내용은 “썸네일 스크린 디스플레이 설정”(10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12   숏 마크 표시
숏 마크가 추가된 썸네일의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상세 내용은 “숏 마크 레코딩 기능”(7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13   프록시가 있는 클립 표시
프록시가 추가된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4   텍스트 메모 표시
텍스트 메모 데이터가 추가된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5   편집 복사된 클립 표시
편집 복사된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6   와이드 클립 표시
16:9 화면 비율로 레코드된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하지만, HD 포맷의 클립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7   불완전 클립 표시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클립이 저장되고 P2 카드 중 하나라도 카드 슬롯에 삽입되지 않았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18  /  손상 클립 표시  Unknown 클립 표시
레코딩 도중 전원 꺼짐과 같은 다양한 원인으로 손상된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황색 손상 클립 표시가 있는 클립은 종종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클립 복구”(10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적색 손상 클립 표시가 있는 클립은 복구될 수 없고 삭제되어야 합니다. 클립이 삭제되지 않으면, p2 카드를 포맷합니다.

 이 P2 표준과 다른 포맷의 클립에 디스플레이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특정 P2 카드의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n : 슬롯 번호 1에서 2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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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썸네일 스크롤 바
전체 썸네일의 어던 부분이 현재 보여지는지 표시합니다.

썸네일 선택

썸네일 스크린에서 여러 개의 썸네일을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립 선택

여러 개의 클립을 무작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커서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원하는 클립 위로 이동합니다.

2 <SET> 버튼을 누릅니다.

A light blue frame and청색 프레임의 라이트와      가 커서가 있는 들어간 클립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선택되었다는 표시입니다.  

3 추가로 클립을 선택하려면, 스텝 1에서 2를 반복합니다. 

썸네일 스크린에서 재생을 위해 선택된 클립만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커서 버튼(    /    )을 눌러 커서를 첫번째 혹은 마지막 클립으로 이동합니다.
 • 클립을 선택한 후, 커서를 다른 클립으로 이동하고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SET> 버튼을 눌러 이전에 선택된 클립에서부터 커서 위치까지 모든 클립을
선택합니다.

 • As clips are selected 클립이 선택되어, 스크린의 우측 하단 구석에 디스플레이된 선택 클립의 숫자는 선택에 따라 변합니다.

클립 선택 해제

1  커서를 선택된 클립으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클립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참 조

 •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EXIT> 버튼을 눌러 한번에 모든 클립의 선택을 해제합니다.

썸네일 스크린 디스플레이 설정

용도에 따라 썸네일 스크린을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스크린 설정 예(INDICATOR)

1  메인 메뉴 → [CLIP]에서 [THUMBNAIL SETUP]을 선택합니다.

썸네일 설정 아이템([INDICATOR], [DATA DISPLAY], [THUMBNAIL SIZE], [PB POSITION], [PROPERTY DISP])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상세 내용은 “속성을 디스플레이하는 아이템 설정”(104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디스플레이된 썸네일 설정

1  메인 메뉴 → [CLIP]에서 [REPOSITION]을 선택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디스플레이하려는 클립의 형태로 이동합니다.

3 <SET> 버튼을 누릅니다.

썸네일 크기 설정

썸네일 크기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메뉴 → [CLIP] → [THUMBNAIL SETUP]에서 [THUMBNAIL SIZE]를 선택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사용하여 커서를 디스플레이하려는 썸네일의 크기로 이동합니다.

3 <SET> 버튼을 누릅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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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정보 디스플레이 설정

기호에 따라 클립 정보 디스플레이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습니다.

1  메인 메뉴 → [CLIP] → [THUMBNAIL SETUP]에서 [DATA DISPLAY]를 선택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설정하려는 아이템에 위치시킵니다.

3 <SET> 버튼을 누릅니다.

속성을 디스플레이하는 아이템 설정

썸네일의 좌측에 디스플레이된 간단한 속성 아이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2

1  썸네일 스크린을 엽니다.(그림 1)

2 메인 메뉴 → [CLIP] → [THUMBNAIL SETUP]에서 [PROPERTY DISP.]를 선택합니다.

3 <SET> 버튼을 눌러 아이템 메뉴를 입력합니다.(그림 2)

선택된 아이템은 체크 마크가 있습니다.

4 <SET> 버튼을 누릅니다.

<SET> 버튼을 누르면 체크되지 않은 아이템을 체크하고 이미 체크된 아이템을 체크 취소합니다.

참 조

 • 속성 아이템은 메인 메뉴 → [CLIP] → [THUMBNAIL SETUP] → [THUMBNAIL SIZE]에서 [SMALL]을 선택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 최대 6개 아이템이 한번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6개 아이템이 이미 선택되었으면, 체크되지 않은 모든 아이템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클립 정보 디스플레이 설정

선택된 클립 정보 디스플레이는 전환될 수 있습니다.

1  메인 메뉴 → [CLIP] → [THUMBNAIL SETUP]에서 [SEL CLIP DISP.]를 선택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설정하려는 아이템에 위치시킵니다.

[NUM. OF CLIPS]이 설정되면, 선택된 클립의 갯수와 모든 클립의 갯수가 디스플레이됩니다.
[DURATION]이 설정되면, 선택된 클립의 전체 길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 <SET> 버튼을 누릅니다.

썸네일 변경

이미지가 레코드되거나 재생되는 동안 이전에 추가된 텍스트 메모를 포함한 이미지로 썸네일을 교체합니다.

그림 1

1  변경될 이미지에 텍스트 메모를 추가합니다.

텍스트 메모 추가에 대한 상세 내용은 “텍스트 메모 레코딩 기능”(7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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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메뉴 → [CLIP] → [REPOSITION]에서 [TEXT MEMO CLIPS]을 선택하고 텍스트 메모가 있는 클립의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 커서를 썸네일을 변경하려는 클립 위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르고 나서, 커서를 아래쪽 열의 텍스트 메모 디스플레이로 
이동합니다.

4 텍스트 메모에서 교체될 썸네일을 선택하고, 커서를 그 위에 위치시키고, 메인 메뉴 → [CLIP]에서 [EXCH. THUMBNAIL]을
선택합니다.

5 <SET> 버튼을 눌러 확인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고,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그림 1)

메뉴는 닫히고 클립의 썸네일은 교체됩니다.

참 조

 • 클립 정보 디스플레이의 [THUMBNAIL] 아이템에서 썸네일 위치(클립의 맨 위부터 프레임의 갯수)를 볼 수 있습니다.
썸네일이 일반적으로 클립의 맨 위부터 시작하므로, 0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썸네일을 변경하더라도, 썸네일 스크린에서 재생은 클립의 시작부부터 시작합니다.
 • [!] 마크가 있는 썸네일 이미지가 아랫 부분에 디스플레이되는 텍스트 메모 위치의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하지 않는 텍스트 메모 클립을 디스플레이할 때
다른 라인과 주파수를 가진 포맷의 클립에 대해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숏 마크

숏 마크는 다른 클립과 구분하기 위채 클립 썸네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리 USER 버튼에 [SHOT MARK]를 할당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USE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1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숏 마크를 추가하려는 클립 위로 이동합니다.

2 [SHOT MARK]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 숏 마크는 커서 위치에서 클립의 썸네일에 추가됩니다.

 • 숏 마크를 삭제하려면, 커서를 클립 위에 다시 위치시키고 [SHOT MARK]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참 조

 • 레코딩 도중 숏 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레코딩이 정지한 후 숏 마크를 추가하여 가장 최근에 레코드된 클립으로 숏 마크를 추가합니다.
상세 내용은 “숏 마크 레코딩 기능”(71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숏 마크를 추가하거나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된 클립에서 숏 마크를 삭제할 때, 카드 슬롯에 삽입된 모든 P2 카드에 
실행합니다.

텍스트 메모

레코딩 혹은 재생 도중 텍스트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모는 일부 포인트에서 클립을 플레이하거나 클립을 덩어리로 쪼개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모 추가

미리 USER 버튼에 [TEXT MEMO]를 할당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USE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1  레코딩, 재생, 썸네일 도중 [TEXT MEMO]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 레코딩 혹은 재생 도중 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눌려진 위치에 텍스트 메모를 추가합니다. 이 때, [TEXT MEMO](성공시) 혹은
[TEXT MEMO INVALID](실패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클립 썸네일(보통 시작부) 위치에 텍스트 메모를 삽입합니다.

참 조

 • 최대 100개의 텍스트 메모를 하나의 클립에 레코드할 수 있습니다.
 • [TEXT MEMO]가 할당된 USER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 재생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아닙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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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메모 위치에서 재생

썸네일 디스플레이

선택된 갯수(청색)과 텍스트 메모 클립의 
전체 갯수(백색)

텍스트 메모에 연결된 스틸 이미지 디스플레이
커서가 아래로 이동

그림 1 그림 2

1  메인 메뉴 → [CLIP] → [REPOSITION]에서 [TEXT MEMO CLIPS]을 선택합니다.

정보를 보여줍니다.(그림 1)

2 커서를 텍스트 메모를 포함하고 있는 재생되는 클립으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3 하단 부분에 위치한 커서로, 커서 버튼(    /    )을 눌러 재생될 텍스트 메모 번호로 커서를 이동시키고 나서
<PLAY/PAUSE> 버튼을 누릅니다.

 • 재생은 커서가 위치한 텍스트 메모의 시간 코드 위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썸네일로 돌아갑니다.

 •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커서 버튼(    /    )을 눌러 커서를 텍스트 메모의 처음 혹은 끝으로 이동시킵니다.

재생 도중 혹은 재생이 클립의 끝에서 끝났을 때 <STOP> 버튼이 눌려지면, 썸네일 스크린이 다시 나타나고 커서는 재생이 시작된 텍스트 메모의

 • <EXIT> 버튼을 눌러 커서를 썸네일 스크린의 상단부로 되돌립니다.

참 조

 • 텍스트 메모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REC>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 메인 메뉴 → [SYSTEM MODE]에서 다른 설정(다른 시스템 주파수)을 가진 AVC-Intra와 AVC-LongG 포맷의 클립에 대해, 텍스트 메모 위치의 썸네일은

커서는 뷰 파인더의 하단 부분으로 이동합니다.(그림 2)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고 [!] 마크가 있는 썸네일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메모 삭제

1  “텍스트 메모 위치에서 재생”(106 페이지)의 스텝 1에서 2를 실행하여 클립에서 원하는 텍스트 메모를 선택합니다.

2 커서를 삭제하려는 텍스트 메모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3 메인 메뉴 → [CLIP]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4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텍스트 메모를 삭제합니다.

텍스트 메모를 이용하여 클립을 분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

1  “텍스트 메모 위치에서 재생”(106 페이지)의 스텝 1에서 2를 실행하여 클립에서 원하는 텍스트 메모를 선택합니다.

2 커서를 복사하려는 텍스트 메모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 개의 텍스트 메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메인 메뉴 → [CLIP]에서 [COPY]를 선택합니다.

4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복사 타깃 슬롯을 선택하고 [YES]를 선택합니다.

 • 복사가 시작됩니다.

 • 선택된 텍스트 메모와 다음 메모 사이의 부분이 복사됩니다. 선택된 메모 다음 텍스트 메모가 없으면, 선택된 메모 이후에서 클립 끝 사이의 부분이
복사됩니다.

 • 여러 개의 텍스트 메모가 선택되면, 선택된 부분이 복사됩니다.

 • 클립이 복사되는 동안, 복사 프로세스의 과정과 취소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복사 프로세스를 중단하려면, <SET> 버튼을 누릅니다.

[YES]/[NO]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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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있습니다.

클립 삭제

1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삭제할 클립으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눌러 클립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CLIP]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3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클립이 삭제됩니다. 선택된 모든 클립(청색 프레임)이 이 작동으로 삭제됩니다.

참 조

 • 삭제 프로세스를 중단하려면, <SHIFT> 버튼 + <EXIT> 버튼 혹은 <SET> 버튼을 눌러 작동을 취소합니다. 클립이 절반 정도 삭제되면,
삭제 프로세스가 취소되어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클립 복구

레코딩 도중 갑작스런 전원 차단 혹은 액세스되는 P2 카드의 제거로 인해 손상된 클립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1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복구하려는 클립으로 이동시키고(손상 클립은 손상 클립 마크로 표시됩니다.), <SET> 버튼을 눌러
클립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CLIP]에서 [REPAIR]를 선택합니다.

3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클립을 복구합니다.

참 조

 • 황색 손상 클립 표시의 클립은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적색 손상 클립 표시의 클립은 삭제합니다. 클립이 삭제되지 않으면, P2 카드를
포맷합니다.
하지만, 클립의 복구 도중 손상 클립 표시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될 수 있고, 클립 복구가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 클립 재연결

불완전 클립은 여러 개의 P2 카드에 레코드된 클립(연결 클립)이 각각의 카드에서 별도로 복사될 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재연결 기능은 불완전 클립에서
하나의 클립(원본, 연결 클립)을 생성합니다.

1  커서 버튼과 <SET> 버튼을 이용하여 재연결하려는 불완전 클립을 선택합니다.

불완전 클립의 썸네일(     표시가 있는 클립)이 서로 이웃해서 디스플레이됩니다.

2 메인 메뉴 → [CLIP]에서 [RE-CONNECT]를 선택합니다.

3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불완전 클립을 재연결합니다.

참 조

 • 불완전 클립 표시는 원본 클립의 모든 구성 클립이 재연결되지 않고 일부 클립만 재연결되면 계속해서 디스플레이됩니다.

클립 복사

선택된 클립은 원하는 슬롯의 P2 카드, 연결된 USB 스토리지 디바이스, 혹은 FTP 서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복사할 클립으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눌러 클립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CLIP]에서, 커서를 [COPY] 리스트에서 복사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 여러 개의 클립이 선택되면, 선택된 클립의 갯수가 <SET> 버튼을 누른 후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복사 데스티네이션이 스토리지 디바이스이면, 복사 데스티네이션 속성을 선택합니다.

 • 복사 데스티네이션이 [SD CARD]와 [FTP(PROXY)]이면, 메인 레코딩의 비디오와 오디오는 복사되지 않고 프록시 관련 데이터만 
복사됩니다.

3 커서를 확인 메시지의 [YES]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클립의 복사를 시작합니다.

4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면, <SET> 버튼을 누릅니다.

참 조

 • 복사 도중 전원을 끄거나 카드를 삽입/제거하면 P2 카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이런 실수를 하면, 손상된 클립이 됩니다.
손상된 클립을 삭제한 후 복사를 다시 합니다.

 • 아래의 에러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되면 복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 [LACK OF CAPACITY!]

텍스트 메모를 이용한 클립 분할과 복사에서, 복사되는 영역은 클립의 레코딩 방법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되고 복사될 수

복사 데스티네이션의 레코딩 용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복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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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KNOWN CONTENTS FORMAT!]
손상된 클립이 선택되어 복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 [NO COPY TO SAME CARD!]
동일한 카드에 복사를 시도하여 복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 [TOO MANY CLIPS!]
너무 많은 클립이 선택되어 복사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 텍스트 메모가 텍스트 메모의 하단 부에서 선택되었을 때 복사가 실행되면, 선택된 텍스트 메모 위치와 다음 텍스트 메모 사이의 부분이
복사됩니다. 선택된 메모 다음 텍스트 메모가 없으면, 선택된 텍스트 메모 이후에서 클립 끝 사이의 부분이 복사됩니다.
상세 내용은 “텍스트 메모를 이용하여 클립을 분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106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복사를 중단하려면, <SHIFT> 버튼 + <EXIT> 버튼 혹은 <SET> 버튼을 눌러 작동을 취소합니다. 복사되는 클립은 복사 데스티네이션에서
삭제됩니다.

 • 데스티네이션에 동일한 클립(동일한 [GLOBAL CLIP ID])가 존재하면, [OVERWRITE?]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클립을 덮어쓰기할 때는 [YES]를 선택하고,
덮어쓰기를 하지 않을 때는 [NO]를 선택합니다.

클립 메타 데이터 설정

비디오를 촬영한 사람의 이름, 리포터의 이름, 촬영 위치, 텍스트 메모와 같은 정보가 SD 메모리 카드에서 로드되고, 클립 메타 데이터로 레코드될 수
있습니다.

클립 메타 데이터 아이템

다른 아이템은 촬영 도중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P2 Viewer Plus의 최신 업데이트 버젼을 이용하여, 메타 데이터 업로드 파일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SD 메모리 카드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P2 Viewer Plus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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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는 SD 메모리 카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SD 메모리 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2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클립 메타 데이터는 아래의 아이템을 포함합니다. 밑줄 친 아이템은 SD 메모리 카드에 메타 데이터 업로드 파일을 로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P2 Viewer Plus로 편집되지 않은 파일은 [UNKNOWN DATA!]로 디스플레이되고 읽지 못할 수 있습니다.

[GLOBAL CLIP ID] 클립의 촬영 상태를 보여주는 글로벌 클립 ID를 디스플레이합니다.

[USER CLIP NAME] 사용자가 설정한 클립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

[VIDEO] [FRAME RATE](클립의 프레임 비율), [PULL DOWN] (pull-down 포맷), [ASPECT RATIO]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AUDIO] [SAMPLING RATE](레코드된 오디오의 샘플링 주파수)와 [BITS PER SAMPLE](레코드된 오디오용 퀀타이징 비트)을 디스플레이합니다.

[ACCESS] [CREATOR](클립을 레코드한 사람), [CREATION DATE](클립이 레코드된 날짜), [LAST UPDATE DATE](클립의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LAST UPDATE PERSON](클립의 마지막 업데이트를 한 사람)을 디스플레이합니다.

[DEVICE] [MANUFACTURER](디바이스 제조업체 이름), [SERIAL NO.](디바이스의 시리얼 번호), [MODEL NAME](디바이스의 모델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HOOT] [SHOOTER](비디오를 촬영한 사람의 이름), [START DATE](촬영 시작 날짜), [END DATE](촬영 종료 날짜), [LOCATION]/[ALTITUDE]/
[LONGITUDE]/[LATITUDE]/[SOURCE]/[PLACE NAME](고도, 위도, 경도, 정보의 소스와 장소의 명칭)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CENARIO] [PROGRAM NAME], [SCENE NO.], [TAKE NO.]를 디스플레이합니다.

[NEWS] [REPORTER](리포터 이름), [PURPOSE](촬영 목적), [OBJECT](촬영 대상)을 디스플레이합니다.

[MEMO] * 2 [NO.](텍스트 메모 숫자), [OFFSET](텍스트 메모가 추가된 프레임의 위치), [PERSON](클립에 추가된 텍스트 메모를 레코드한 사람), 
[TEXT](텍스트 메모의 콘텐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HUMBNAIL] 프레임의 위치(프레임 옵셋)와 썸네일 이미지로 선택된 이미지의 크기(높이와 폭)을 디스플레이합니다.

[PROXY] 프록시가 추가될 때 프록시 포맷과 같은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1  [USER CLIP NAME] 레코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USER CLIP NAME] 레코딩 방법 설정”(109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2 [MEMO] 입력시, [TEXT]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PERSON](메모를 입력한 사람) 혹은 [OFFSET](레코딩 위치)만 레코드할 수 없습니다.

클립 메타 데이터 로딩(메타 데이터 업로드)

그림 1 그림 2

1  클립 메타 데이터(메타 데이터 업로드 파일)을 포함하는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2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에서 [LOAD]를 선택합니다.

3 커서를 이용하여 로드될 파일을 선택하고 [YES]를 선택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SD 메모리 카드에서 메타 데이터 업로드 파일의 메타 데이터 이름이 디스플레이됩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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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 업로드된 메타 데이터는 전원이 꺼지더라도 보관됩니다.

• 업로드된 데이터의 확인은 “업로드된 메타 데이터의 확인과 수정”(109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메타 데이터 이름을 디스플레이할 때, 커서 버튼(     )을 눌러 파일 이름 디스플레이로 전환합니다.(그림 2)
커서 버튼(     )을 눌러 메타 데이터 이름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업로드된 메타 데이터의 확인과 수정

SD 메모리 카드에서 업로드된 메타 데이터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그림 2

1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에서 [PROPERTY]를 선택합니다.

메타 데이터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확인할 아이템으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그림 1)

업로드된 메타 데이터의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메타 데이터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는 동안,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설정을 변경하려는 아이템으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 소프트웨어 키보드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고,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그림 2)

 •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커서 버튼(    /    )을 눌러 변경되는 설정의 세부 사항의 처믐과 끝으로 이동합니다.

업로드된 메타 데이터 레코드 여부 설정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 → [RECORD]에서 [ON]/[OFF]를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으로 [OFF]가 설정됩니다.

[USER CLIP NAME] 레코딩 방법 선택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 → [USER CLIP NAME]의 [TYPE1]과 [TYPE2]의 두 개에서 [USER CLIP NAME] 레코딩 방법을
선택합니다.

 ■ [TYPE1] (초기 설정)

클립 메타 데이터의 상태 레코드되는 [USER CLIP NAME]

클립 메타 데이터가 로드될 때 업로드된 데이터

클립 메타 데이터가 로드되지 않을 때 혹은 로드된 클립 메타 데이터의 레코딩 설정이
불가능할 때

[GLOBAL CLIP ID]와 동일

 ■ [TYPE2]

클립 메타 데이터의 상태 레코드되는 [USER CLIP NAME]

클립 메타 데이터가 로드될 때 업로드된 데이터

클립 메타 데이터가 로드되지 않을 때 혹은 로드된 클립 메타 데이터의 레코딩 설정이
불가능할 때

[CLIP NAME]와 동일

* [COUNT] 값이 4자리 숫자로 표시됩니다.

[COUNT] 값이 새 클립이 생성될 때마다 증가하고, 클립 메타 데이터가 로드되고 [TYPE2]가 레코딩 미디어로 선택되었습니다.

[COUNT] 값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리셋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에서 [PROPERTY]를 선택하고 [USER CLIP NAME]을 선택할 때, 아래의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커서를 [COUNT RESET]으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눌러 [COUNT] 값을 1로 리셋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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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SERIAL] 레코딩 설정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 → [CARD SERIAL]에서 [ON]이 선택되면, 메타 데이터(옵셋없는 텍스트 메모)로 P2 카드의 
시리얼 번호를 레코드하는 기능이 가능합니다.

메타 데이터 설정 초기화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YES]를 선택합니다.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A]에서 설정과 로드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나중의 아이템이 초기화됩니다.

메타 데이터 디스플레이 언어 설정

메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 때 언어를 설정합니다.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 META DAT]에서 [LANGUAGE]를 선택하여
디스플레이 언어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사용 지역으로 [NTSC(J)]를 선택하면, [ENGLISH] 혹은 [JAPANESE]를 고를 수 있습니다.

참 조

 • 영어로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글자는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지만 “ * ”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알파벳과 숫자 글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P2 카드 포맷

1   메인 메뉴 → [CLIP]에서 [FORMAT]을 선택합니다. 
 • 포맷될 P2 카드가 있는 슬롯 번호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 카드를 포맷하기 원하지 않으면 [EXIT]를 선택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P2 카드가 포맷됩니다.

참 조

 • 포맷의 결과로 삭제되는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포맷하기 전에 항상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 CPS 패스워드가 설정되었으면, 암호화된 포맷 [CPS(ENCRYPT)] 혹은 일반 포맷 [NORMAL]을 선택하는 확인 메시지가 슬롯을 선택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암호화된 포맷을 선택하면, microP2 메모리 카드가 암호화됩니다.

SD 메모리 카드 포맷

SD 메모리 카드는 썸네일 스크린에서 포맷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삽입된 SD 메모리 카드로 아래의 작동을 실행합니다.

1   메인 메뉴 → [CLIP]에서 [FORMAT]을 선택합니다. 
 • [SD CARD]을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 카드를 포맷하지 않으려면 [EXIT]을 선택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YES]를 선택합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포맷됩니다.

참 조

 • SD 메모리 카드는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FORMAT SD CARD]에서 포맷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SD 메모리 카드 포맷”(8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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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

클립 속성과 P2 카드 상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클립 속성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레코드된 클립 메타 데이터의 편집과 다시쓰기가 가능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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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속성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에서 [CLIP PROPERTY]를 선택합니다.

2

3

1

4

5

1  클립 정보
클립에 추가된 표시와 추가된 텍스트 메모의 갯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클립이 레코드된 P2 카드가 쓰기 방지 되어 있으면        마크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클립 갯수

참 조

 • 재생할 수 없는 클립에 대해 갯수와 재생 불가 표시가 적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3 썸네일

4 클립 정보
클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LIP NAME] 클립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TART TC] 레코딩 시작시 시간 코드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TART UB] 레코딩 시작시 사용자 비트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DATE] 레코딩 날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IME] 레코딩 시작시 사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DURATION] 클립의 길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V_FORMAT] 클립의 레코딩 포맷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RAME RATE] 재생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EC RATE]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5 클립 메타 데이터
레퍼런스 클립 속성(클립 메타 데이터)에 대한 아이템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상세 내용은 “클립 메타 데이터 설정”(108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배경이 회색인 메타 데이터의 아이템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레코드된 클립 메타 데이터 수정

그림 1 그림 2

1  클립 속성 스크린에 수정될 클립에 대한 메타 데이터 상세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수정할 아이템에 위치시킵니다.(그림 1)

3 <SET> 버튼을 누릅니다.

키 작동에 대한 정보는 “업로드된 메타 데이터 확인과 수정”(109 페이지)과 동일합니다.  

수정된 메타 데이터는 클리에 씌여지고 스크린은 메타 데이터 상세창으로 돌아갑니다.

 • 메타 데이터 수정을 위한 입력창(소프트웨어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됩니다.(그림 2)

 •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여 메타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4 키보드의 [OK]를 선택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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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SHOOT]의 [LOCATION](촬영 장소 데이터)에서 각 아이템을 삭제하려면, 아이템을 하나만 삭제할 수 없습니다.  [ALTITUDE] 아이템을 공란으로 설정하면,
다른 [LONGITUDE]와 [LATITUDE] 아이템도 같이 삭제됩니다.

 •      (불완전 클립 표시)가 있는 메타데이터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된 클립의 메타 데이터 보정은 반드시 모든 P2 카드가

 101 글자 이상의 [MEMO]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삽입된 후 실행되어야 합니다.

 •

P2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 P2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설정

P2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를 P2 카드의 잔여 용량 혹은 사용 용량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2 메인 메뉴 → [CLIP] →[PROPERTY] → [REMAIN SETUP]에서 [REMAIN](잔여 용량) 혹은 [USED](사용 용량)을
선택합니다.(그림 1)

 ■ P2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아이템

[REMAIN] P2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로 P2 카드의 잔여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SED] P2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로 P2 카드의 사용 메모리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P2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설정의 내용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에서 [CARD STATUS]를 선택합니다.

 썸네일 스크린이 뷰 파인더에 나타납니다.

 ■ [REMAIN]을 선택할 때

1 2

4

5
3

 ■ [USED]를 선택할 때

1 2

4

5
3

그림 1 그림 2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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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기 방지 마크

P2 카드가 쓰기 방지 되어 있으면        마크가 나타납니다.

2 P2 카드 상태(잔여 용량)
P2 카드의 잔여 메모리 용량은 바 그래프와 퍼센트로 나타납니다. 바 그래프 표시는 잔여 용량이 줄어들면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카드 상태에 따라 아래의 디스플레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FORMAT ERROR!] 포맷되지 않은 P2 카드가 삽입되었습니다.

[NOT SUPPORTED!] 지원되지 않는 카드가 삽입되었습니다.

[NO CARD] P2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AUTH NG CARD] 카드가 CPS 패스워드로 인증할 수 없는 microP2 메모리 카드임을 표시합니다.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액세스하려는 데이터가 있는 P2 카드에 위치시키고 <SET> 버튼을 눌러 P2 카드의 상세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P2 카드에 레코드 가능한 최대 클립의 갯수가 되면, P2 카드 상세 정보에서 상한선에 이르렀음을 알려주는 [OVER MAX NUMBER CLIPS]이
디스플레이됩니다.

3 카드 경고 마크
P2 카드가 아래의 상태일 때,      마크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시리얼 번호와 사용자 ID와 같은 특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1)

[RUN DOWN CARD] P2 카드의 덮어쓰기 최대 횟수를 초과하였습니다.

[DIR ENTRY NG] 지원되지 않는 P2 카드의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경고는 “P2 카드 상태(잔여 용량)”(113 페이지)의 P2 카드 상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2)  

P2 카드의 잔여 용량(혹은 사용 용량)/전체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분으로 환산한 숫자로만 디스플레이되므로, 각 P2 카드의 잔여 용량(혹은 사용 용량)이

4 전체 슬롯 메모리 잔여 용량(혹은 사용 용량)
세 개 슬롯의 전체 잔여 메모리 용량(혹은 사용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쓰기 방지된 P2 카드의 이용 가능한 용량은 전체 이용 가능 공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P2 카드 잔여 용량(혹은 사용 용량)/전체 용량

전체 용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PS 패스워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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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에 하나의 CPS 패스워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CPS 패스워드를 다시 로딩하면 이전에 저장된 패스워드를 덮어쓰기 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CPS 패스워드 로딩

1  최신 P2 Viewer Plus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P2 Viewer Plus로, CPS 패스워드를 생성하고 SD 메모리 카드에 씁니다.

3 CPS 패스워드 파일을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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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썸네일 스크린을 열고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 → [CPS PASSWORD]에서 [LOAD]를 선택합니다.

3)  사용할 파일을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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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S 패스워드의 로딩이 실패하면, 경고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경고의 설명에 대해서는, “경고 시스템”(194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포맷합니다.

카메라 메뉴를 이용한 CPS 패스워드 설정

1 썸네일 스크린을 열고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 → [CPS PASSWORD]에서 [SET]을 선택합니다.

CPS 패스워드를 입력할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키보드로 CPS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CPS 패스워드의 입력이 성공하면 [SETTING PASSWORD COMPLETED!]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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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S 패스워드의 입력이 실패하면, 경고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경고의 설명에 대해서는, “썸네일과 메뉴 작동 도중”(195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최대 16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입력된 패스워드는 디바이스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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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 패스워드 삭제

CPS 기능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CPS 패스워드를 삭제합니다.

1   썸네일 스크린을 열고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 → [CPS PASSWORD]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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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CPS 패스워드가 삭제되면, 암호화된 microP2 메모리 카드의 자동 인증과 암호 포맷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동 CPS 인증

암호화된 microP2 메모리 카드가 카메라에서 자동으로 인증되고, 인증이 성공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에 설정된 CPS 패스워드와 microP2 메모리 카드에 설정된 CPS 패스워드가 다르면 인증은 실패합니다.인증이 실패한 microP2 메모리 카드를 
임시로 사용하려면, 아래 절차에 따라 microP2 메모리 카드용으로 허가된 CPS 패스워드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코드가 일치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 실패를 확인합니다.

1)  썸네일 스크린을 열고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에서 [CARD STATUS]를 선택합니다.

인증 실패한 카드에 대해, 스크린 상단 우측의 슬롯 번호 프레임이 적색으로 변하고, [AUTH NG CARD]가 잔여 용량 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커서 버튼(    /    )을 눌러 카드르 선택합니다.

2 수동 인증을 실행합니다.

1)  카드 상태 스크린에서, 메인 메뉴 → [CLIP]에서 [AUTHENTICATE]을 선택합니다.

CPS 패스워드를 입력할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microP2 메모리 카드에 설정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OK]를 선택합니다.

 • CPS 패스워드 입력이 성공이면, [AUTHENTICATED SUCCESSFULLY!]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CPS 패스워드 입력이 실패하면, 경고 메시지(195 페이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수동 인증은 일시적으로 유효합니다. 타깃 microP2 메모리 카드가 제거되거나 전원이 꺼지면, 수동 CPS 패스워드 설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동 인증이 유효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암호화된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컴퓨터의 SD 카드 슬롯에서 인식되지 않습니다.
 • 카드가 인식되지 않으면, 정확한 패스워드로 인증하거나 카드를 포맷하여 레코딩 미디어로 사용하거나 카메라에서 제거합니다.
실패한 카드를 삽입한 채로 수동 인증과 포맷을 제외한 다른 작동을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SD 메모리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에서 [SD CARD]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정보가 메인 메뉴 → [CARD FUNCTIONS] → [SD CARD PROPERTY]에서

상태 대스플레이는 SD 메모리 카드 포맷 조건의 확인, 이용 가능한 메모리 공간 등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SD STANDARD] SD/SDHC/SDXC 표준에 따라 SD 메모리 카드가 포맷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SUPPORTED] : SD/SDHC/SDXC 표준에 일치합니다.

 • [NOT SUPPORTED] : SD/SDHC/SDXC 표준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USED] 사용 용량(바이트)

[BLANK] 이용 가능 공간(바이트)

[TOTAL] 전체 용량(바이트)

[PROXY REM] 프록시 레코딩용 잔여 용량

[NUMBER OF CLIPS] 클립이 SD 메모리로 복사되었을 때 SD 메모리의 클립 갯수

[PROTECT] 쓰기 방지 상태

Chapter 5 재생 - 썸네일 작동



카메라 메뉴 작동 방법, 구조, 설정 메뉴의 상세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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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메뉴 작동 - 설정 메뉴 구조  

설정 메뉴 구조

메뉴 타입과 여는 방법

메뉴 타입 사용 여는 방법

[USER MENU] 메인 메뉴 → [USER MENU SEL]에서, 원하는 아이템과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 [USER MENU]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 혹은 빈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독특한 
메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USER MENU]
설정”(118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MENU>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됩니다.

메인 메뉴 설정 메뉴에서 모든 아이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는 계획된 용도와 설정 빈도에 따라 카테고리화된
레이어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MENU> 버튼을 3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디스플레이됩니다.

[OPTION MENU] 메뉴 아이템은 향후에 추가되는 기능을 고려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GHT> 버튼을 누른 채로 <MENU>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됩니다.

메인 메뉴 구조

[SCENE FILE]

이 메뉴 아이템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설정할 수 없습니다.

[SYSTEM MODE]

[USER SW] USER 버튼과 렌즈의 <RET>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SW MODE]
이 메뉴 아이템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설정할 수 없습니다.

[RECORDING SETUP]
시스템 주파수, 라인의 숫자, 레코딩 포맷, 레코딩 방법을 설정합니다.

[CLIP] 이 아이템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된 클립의 썸네일을 확인하면서 재생, 삭제, 클립 복사, 메타데이터 편집과 같은

이 메뉴 아이템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이용할 수 없습니다.
[DELETE] 혹은 [COPY]같은 클립 작동은 타깃 썸네일이 선택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DIO SETUP]

[IN/OUT SEL]
구성합니다.

[NETWORK SETUP]

[DISPLAY SETUP]
이 메뉴 아이템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설정할 수 없습니다.

[BATTERY SETUP]

[CARD FUNCTIONS]

[OTHER FUNCTIONS]

[MAINTENANCE]

[DIAGNOSTIC]

[USER MENU SEL] [USER MENU]에 디스플레이되는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씬 파일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이 아이템은 카메라 이미지의 미세한 이미지 퀄리티 설정을 구성하고 씬 파일을 선택하고, 씬 파일 데이터를 내부 메모리에
읽고/쓰는 설정을 구성할 때 사용됩니다.

비디오와 오디오의 읽기 포맷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각 스위치를 이용하여 모드가 전환될 때 각 모드의 작동을 구성합니다.

레코딩과 재생을 실행할 때 다양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다양한 업무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부 아이템은 USB 호스트 모드나 익스플로러 스크린같은 특정 환경에서만 디스플레이됩니다.

오디오 입력/출력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SDI OUT/IN(OP)>, <HDMI>, <MON OUT>, <TC IN/OUT>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비디오와 관련된 설정을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는 상세 내용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배터리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씬 파일과 사용자 파일을 SD 메모리 카드로 읽기/쓰기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사용자 파일을 내부 메모리로 읽기/쓰기에 대한 설정, 설치, 카메라 설정을 구성합니다.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아이템은 카메라의 펌웨어 버젼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됩니다.

펌웨어 버젼, 제품 이름, 시리얼 번호, 카메라가 켜진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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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메뉴 작동 - 설정 메뉴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 기본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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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는 메인 메뉴, 서브 메뉴, 설정 아이템 메뉴로 나뉘어집니다.

설정 데이터는 카메라의 내부 메모리에 씌여지고 저장됩니다.

이 섹션은 메인 메뉴 작동을 설명합니다. 메인 메뉴 작동은 메뉴 스크린을 열 대를 제외하고 다른 메뉴와 동일합니다.

ba
d ec

a:  조그 다이얼 버튼

b:  <MENU> 버튼

c:  <EXIT>/<CANCEL> 버튼

d:   커서 버튼
<SET> 버튼

e:  <SHIFT> 버튼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1  레코딩하지 않을 때 <MENU> 버튼을 3초 이상 누릅니다.

•

2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커서 버튼(    /    )을 이용하여 커서를 해당 메뉴 아이템에 위치시킵니다.(그림 1)

 • 커서 버튼(    /    )을 눌러 커서를 상, 하로 이동시킵니다.

메인 메뉴 스크린이 뷰 파인더에 나타납니다.

□



 118  

 • 메뉴에 다음 레벨이 있으면 [    ]이 메뉴 아이템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 커서 버튼(    ) 혹은 <SET> 버튼을 눌러 하위 레벨 메뉴를 엽니다.(그림 2)

 • 커서 버튼(    ) 혹은 <EXIT> 버튼을 눌러 상위 레벨 메뉴로 돌아갑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용하여 상위 레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조그 다이얼 버튼(혹은 <SET> 버튼)을 누릅니다.

•
커서 버튼(    /    /    /    )을 이용하여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아이템에 따라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체크 마크가 설정 아이템 앞에 위치합니다.

 • 일부 메뉴에서, 값 설정에 대한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그림 3)

4 <MENU> 버튼을 눌러 메뉴를 닫습니다.

 • 메뉴 아이템에 따라 자동으로 이전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 설정 도중 실행 취소

1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EXIT> 버튼을 누릅니다.

[MENU CANCEL BACK TO PREV]가 디스플레이됩니다.(그림 4)

2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EXIT> 버튼을 누릅니다.

변경된 값이 변경되기 전의 값으로 돌아갑니다.

참 조

 • 라인의 갯수와 시스템의 주파수 설정이 변경되면 카메라를 재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USER MENU] 설정

1  메인 메뉴 → [USER MENU SEL]을 선택합니다.

2 레벨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합니다.

3 [USER MENU]에 디스플레이되는 아이템에 체크 마크[√]를 합니다.

각 아이템 혹은 페이지에서 메뉴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 64개의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아이템은 메인 메뉴 페이지 혹은 아이템에 순서대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설정 메뉴 초기화

1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1  SmartUI의 [CAM02:SCENE FILE] 스크린의 [FILE]에서 초기화할 씬 파일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SCENE FILE] → [LOAD/SAVE/INITIALIZE]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1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MENU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2 [YES]를 선택합니다.

Chapter 6 메뉴 작동 - 설정 메뉴 디스플레이

설정 메뉴에 설정된 값은 사용자 파일과 씬 파일에 저장됩니다. 사용자 파일과 씬 파일 모두 초기 설정으로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파일 초기화(씬 파일을 제외한 모드 아이템)

선택된 씬 파일 초기화

사용자 파일과 모든 씬 파일 동시 초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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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메뉴 리스트

[SCENE FILE]

이 메뉴 아이템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NAME EDIT]

[LOAD/SAVE/INITIALIZE]
[LOAD]:
[SAVE]:
저장합니다.
[INITIALIZE]:

[SYNC SCAN TYPE] Synchro 스캔 디스플레이 설정을 전환합니다.
[sec]:  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합니다.
[deg]:  셔터 오픈 각도에서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sec]

[SYNCHRO SCAN] 텔리비젼 용의 비디오 촬영시 사용되는 synchro scan 셔터의 속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YNC SCAN TYPE] = [sec]과 [SYSTEM MODE] = 59.94 Hz일 때  

 • 60i/60p: [1/60.0]…[1/249.8]

 • 30P: [1/30.0]…[1/249.8]

 • 24P: [1/24.0]…[1/249.8]

[SYNC SCAN TYPE] = [sec]과 [SYSTEM MODE] = 50 Hz일 때  
 • 50i/50P: [1/50.0]…[1/250.0]

 • 25P: [1/25.0]…[1/250.0]

[SYNC SCAN TYPE] = [deg](0.5d 단위, 각도 디스플레이) : [3.0d]…[360.0d]
 • 초기 설정 : [1/60.0] ([SYNC SCAN TYPE] = [sec]과 [SYSTEM MODE] = 59.94 Hz일 때)  

[MASTER DTL] 전체의 디테일 효과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DTL CORING] 디테일 효과를 활성화하지 않는 시그널(노이즈 포함)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0]…[60]

 • 초기 설정 : [1]

[DETAIL SETTING] [DETAIL] 디테일 기능의 [ON]/[OFF]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V.DTL LEVEL] 수직 방향의 디테일 레벨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7]…[7]

 • 초기 설정 : [0]

[H.DTL FREQ.] 수평 레벨의 디테일 레벨의 두께를 설정합니다.
[−7]…[7]

 • 초기 설정 : [0]

[V. DTL FREQ.] 수직 방향의 디테일 레벨의 두께를 설정합니다.
[0]…[2]

 • 초기 설정 : [1]

[LEVEL DEPEND.] 밝기 신호의 디테일이 강조되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이 압축됩니다.
[LEVEL DEPEDN.]의 설정값이 커지면 밝은 영역의 디테일도 더욱 압축됩니다.
[−7]…[7]

 • 초기 설정 : [0]

[KNEE APE LVL] 가장 밝은 영역(매우 밝은 부분)의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
[0]…[5]

 • 초기 설정 : [2]

[DTL GAIN(+)] + 방향의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밝게 만듬)
[−31]…[31]

 • 초기 설정 : [0]

[DTL GAIN(-)] - 방향의 디테일 레벨을 설정합니다.(어둡게 만듬)
[−31]…[31]

 • 초기 설정 : [0]

[SKIN TONE DTL A] 스킨 톤 디테일을 디스플레이하는 스킨 톤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DETECT TABLE]로 스킨 톤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스킨 톤 디테일을 디스플레이하여 더 부드러운 스킨 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SKIN TONE DTL A]는 단독 혹은 [SKIN TONE DTL B]와 [SKIN TONE DTL C]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SKIN TONE DTL B] 스킨 톤 디테일을 디스플레이하는 스킨 톤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DETECT TABLE]로 스킨 톤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스킨 톤 디테일을 디스플레이하여 더 부드러운 스킨 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SKIN TONE DTL B]는 단독 혹은 [SKIN TONE DTL A]와 [SKIN TONE DTL C]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이 메뉴는 카메라 이미지의 미세 이미지 퀄리티 설정을 설정하고, 씬 파일을 선택하고, 내부 메모리로 씬 파일 데이터를 읽고/쓰는 데 사용됩니다.

씬 파일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현재 씬 파일 번호(1에서 6 중 하나)에 할당된 설정값을 로드/저장/초기화합니다.
카메라 메모리에 저장된 씬 파일을 선택하고 로드합니다.
현재 설정값의 타이틀과 파일 번호를 지정하고 카메라 메모리에 씬 파일로

선택된 씬 파일(1에서 6)을 초기 설정으로 초기화합니다.

씬 파일 메뉴에서 선택된 씬 파일의 이름을 편집합니다.(최대 6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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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설정의 설명

[SKIN TONE DTL C] 스킨 톤 디테일을 디스플레이하는 스킨 톤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DETECT TABLE]로 스킨 톤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스킨 톤 디테일을 디스플레이하여 더 부드러운 스킨 톤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SKIN TONE DTL C]는 단독 혹은 [SKIN TONE DTL A]와 [SKIN TONE DTL B]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SKIN TONE ZEBRA]
제브라 패턴은 이 아이템이 [ON]으로 설정되고 [SKIN TONE DTL A]/[SKIN TONE DTL B]/[SKIN TONE DTL C]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는 스킨 톤 영역의 제브라 패턴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활성화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제브라 패턴은 [SKIN TONE DTL SETTING]에서 선택된 영역에 디스플레이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KIN TONE DTL 
SETTING]

[DETECT TABLE] 스킨 톤 디테일을 디스플레이하는 피사체의 스킨 톤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A], [B], [C]

 • 초기 설정 : [A]

[SKIN TONE GET] 센터 마커 부근에서 [DETECT TABLE]에서 선택된 [A], [B], [C]의 칼라 정보를 획득합니다.
실행되면, [I CENTER]에서 [Q PHASE]까지의 데이터는 자동으로 획득됩니다.
획득된 데이터는 [DETECT TABLE]에서 선택된 [A], [B], [C]의 테이블 데이터가 됩니다.
[A], [B], [C]에 대한 여러 칼라 정보는 동시에 획득할 수 없습니다.

[SKIN DTL EFFECT] 스킨 톤 디테일의 효과적인 레벨을 설정합니다.
[0]…[31]

 • 초기 설정 : [16]

[I CENTER] 위쪽 I 축의 센터 위치를 설정합니다.(스킨 톤을 디스플레이하는 영역 설정)
[0]…[255]

 • 초기 설정 : [35]

[I WIDTH] [I CENTER]에 집중하는 위쪽 I 축의 스킨 톤을 디스플레이하는 영역의 폭을 설정합니다.
[0]…[255]

 • 초기 설정 : [55]

[Q WIDTH] [I CENTER]에 집중하는 위쪽 Q 축의 스킨 톤을 디스플레이하는 영역의 폭을 설정합니다.
[0]…[90]

 • 초기 설정 : [10]

[Q PHASE] Q 축에 대한 스킨 톤을 디스플레이하는 영역의 페이스를 설정합니다.
[−180]…[179]

 • 초기 설정 : [0]

[RB GAIN CONTROL 
SETTING]

[R GAIN AWB PRE] <WHITE BAL> 스위치가 <PRST>에 있을 때 Rch gain을 설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B GAIN AWB PRE] <WHITE BAL> 스위치가 <PRST>에 있을 때 Bch gain을 설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R GAIN AWB A] <WHITE BAL> 스위치가 <A>에 있을 때 Rch gain을 설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B GAIN AWB A] <WHITE BAL> 스위치가 <A>에 있을 때 Bch gain을 설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R GAIN AWB B] <WHITE BAL> 스위치가 <B>에 있을 때 Rch gain을 설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B GAIN AWB B] <WHITE BAL> 스위치가 <B>에 있을 때 Bch gain을 설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0]

[AWB A GAIN OFFSET] <WHITE BAL> 스위치가 <A>에 위치한 후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할 때 Rch gain과 Bch gain을
설정합니다.
[ON]:  [R GAIN AWB A]와 [B GAIN AWB A]에서 설정된 값을 유지합니다.
[OFF]:  Rch gain과 Bch gain의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AWB B GAIN OFFSET] <WHITE BAL> 스위치가 <B>에 위치한 후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할 때 Rch gain과 Bch gain을
설정합니다.
[ON]:  [R GAIN AWB B]와 [B GAIN AWB B]에서 설정된 값을 유지합니다.
[OFF]:  Rch gain과 Bch gain의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COLOR TEMP Ach 
SETTING]

[COLOR TEMP] <WHITE BAL> 스위치가 <A>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 중일 때 색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 있어, 색 온도는 Rch와 Bch의 출력 밸런스를 변경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2000K]…[15000K]

 • 초기 설정 : [3200K]

[R Gain] <WHITE BAL> 스위치가 <A>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 중일 때 Rch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 있어, 칼라는 Rch 출력을 변경하여 Rch 축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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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in] <WHITE BAL> 스위치가 <A>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중이거나 프리셋일 때 Bch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서, 칼라는 Bch의 출력을 변경하여 Bch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G AXIS] <WHITE BAL> 스위치가 <A>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중이거나 프리셋일 때 G 축의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서, 칼라는 Rch/Bch의 출력을 변경하여 G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COLOR TEMP Bch 
SETTING]

[COLOR TEMP] <WHITE BAL> 스위치가 <B>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중이거나 프리셋일 때 색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서, Rch과 Bch의 출력을 변경하여 칼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00K]…[15000K]

 • 초기 설정 : [3200K]

[R Gain] <WHITE BAL> 스위치가 <B>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중이거나 프리셋일 때 Rch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서, 칼라는 Rch의 출력을 변경하여 Rch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B Gain] <WHITE BAL> 스위치가 <B>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중이거나 프리셋일 때 Bch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서, 칼라는 Bch의 출력을 변경하여 Bch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G AXIS] <WHITE BAL> 스위치가 <B> 위치에 있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작동중이거나 프리셋일 때 G 축의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에서, 칼라는 Rch/Bch의 출력을 변경하여 G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CHROMA LEVEL] P   와 P   시그널의 크로마 레벨을 설정합니다.R B

[−99%]…[40%], [OFF]
 • 초기 설정 : [0%]

[CHROMA PHASE] P   시그널과 P   시그널의 크로마 페이스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R B

[−31]…[31]
 • 초기 설정 : [0]

[MATRIX] 촬영용 칼라를 디스플레이하는 매트릭스 테이블을 선택하니다.
[NORM1]:  할로겐 램프 아래 야외 촬영에 적합한 칼라를 디스플레이합니다.
[NORM2]:  [NORM1]보다 더욱 생생한 칼라를 디스플레이합니다.
[FLUO]:
[CINELIKE]: 영화용 비디오 촬영에 적합한 칼라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NORM1]

[MATRIX SETTING] [MATRIX R -G] 선형 매트릭스(적색-녹색)을 조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ATRIX R -B] 선형 매트릭스(적색-청색)을 조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ATRIX G -R] 선형 매트릭스(녹색-적색)을 조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ATRIX G -B] 선형 매트릭스(녹색-청색)을 조정합니다.
[−63]…[63]

 • Factory setting: [0]

[MATRIX B -R] 선형 매트릭스(청색-적색)을 조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ATRIX B -G] 선형 매트릭스(청색-녹색)을 조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OLOR CORRECTION 
SETTING]

[R (SAT)] 적색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R (PHASE)] 적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R-R-Mg (SAT)] 적색과 “적색과 마젠타 사이의 색”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R-R-Mg (PHASE)] 적색과 “적색과 마젠타 사이의 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R-Mg (SAT)] 적색과 마젠타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형광등 조명 아래 실내 촬영에 적합한 칼라를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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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g (PHASE)] 적색과 마젠타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 (SAT)] 마젠타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 (PHASE)] 마젠타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B (SAT)] 마젠타와 청색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g-B (PHASE)] 마젠타와 청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 (SAT)] 청색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 (PHASE)] 청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Cy (SAT)] 청색과 시안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B-Cy (PHASE)] 청색과 시안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 (SAT)] 시안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 (PHASE)] 시안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G (SAT)] 시안과 녹색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y-G (PHASE)] 시안과 녹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 (SAT)] 녹색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 (PHASE)] 녹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Yl (SAT)] 녹색과 황색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G-Yl (PHASE)] 녹색과 황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 (SAT)] 황색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 (PHASE)] 황색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Yl -R (SAT)] 황색과 “황색과 적색 사이의 색”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Yl -R (PHASE)] 황색과 “황색과 적색 사이의 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R (SAT)] 황색과 적색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R (PHASE)] 황색과 적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Yl-R-R (SAT)] “황색과 적색 사이의 색”과 적색 사이의 칼라 채도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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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R-R (PHASE)] “황색과 적색 사이의 색”과 적색 사이의 색조를 정정합니다.
[−63]…[63]

 • 초기 설정 : [0]

[MASTER PED] 마스터 페데스탈을 설정합니다.
[−200]…[200]

 • 초기 설정 : [16]

[RGB BLACK CONTROL 
SETTING]

[R PED] Rch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G PED] Gch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B PED] Bch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100]…[100]

 • 초기 설정 : [0]

[PEDESTAL OFFSET] 자동 블랙 밸런스를 조정한 후 Rch, Gch, Bch 페데스탈 레벨을 설정합니다.
[ON]:  [R PED], [G PED], [B PED]에서 설정된 각 값을 유지합니다.
[OFF]:  Rch, Gch, Bch의 페데스탈 레벨을 [0]으로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GAMMA MODE SEL] 감마 커브를 선택합니다.
[HD]:
[SD]:  HD 감마보다 어두운 영역에서 gain을 더 증가시킵니다.
[FILMLIKE1]: HD 감마와 비교하여 더 밝은 영역을 생산하는 기능
[FILMLIKE2]: [FILMLIKE1]과 비교하여 더 밝은 영역을 생산하는 기능 
[FILMLIKE3]: [FILMLIKE2]와 비교하여 더 밝은 영역을 생산하는 기능 
[FILM-REC]:
[VIDEO -REC]:  비디오용 영화 감마 기능

 • 초기 설정 : [HD]

[GAMMA SETTING] [MASTER GAMMA] 마스터 감마를 0.01 단위로 설정합니다.
[0.30]…[0.75]

 • 초기 설정 : [0.45]

[F-REC DYNAMIC LVL] [GAMMA MODE SEL]에서 [FILM-REC]이 선택되었을 때, 다이내믹 레인지가 설정됩니다. [FILM-REC]이 아닌
아이템이 선택되면,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00%], [300%], [400%], [500%], [600%]

 • 초기 설정 : [600%]

[F-REC BLACK STR 
LVL]

[GAMMA MODE SEL]에서 [FILM-REC]이 선택되었을 때, 블랙 스트레치가 설정됩니다. [FILM-REC]이 아닌
아이템이 선택되면,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0%]…[30%]

 • 초기 설정 : [0%]

[V-REC KNEE SLOPE] [GAMMA MODE SEL]에서 [VIDEO-REC]이 선택되었을 때, knee slope가 설정됩니다. [VIDEO-REC]이 아닌
아이템이 선택되면,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150%], [200%]…[500%]

 • 초기 설정 : [500%]

[V-REC KNEE POINT] [GAMMA MODE SEL]에서 [VIDEO-REC]이 선택되었을 때, knee point가 설정됩니다. [VIDEO-REC]이 아닌
아이템이 선택되면,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30%]…[107%]

 • 초기 설정 : [30%]

[BLACK GAMMA] 어두운 영역의 감마 커브를 설정합니다.
[−8]…[−1]:  어두운 영역을 압축합니다.
[OFF]:  표준 상태
[1]…[8]:  어두운 영역을 확대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B. GAMMA RANGE] 압축/확대의 최대 레벨을 설정합니다.
[1]:  약 20%
[2]:  약 30%
[3]:  약 40%

 • 초기 설정 : [1]

[KNEE SETTING] [KNEE MODE] Knee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AUTO], [MANUAL], [OFF]

 • 초기 설정 : [AUTO]

[A.KNEE RESPONSE] 자동 knee 응답 속도를 설정합니다. 설정값이 작을 수록, 응답 속도가 빠릅니다.
[1]…[8]

 • 초기 설정 : [4]

[KNEE MASTER POINT] Knee point 위치를 0.5% 단위로 설정합니다.
[70.0%]…[107.0%]

 • 초기 설정 : [93.0%]

[KNEE MASTER 
SLOPE]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0]…[99]

 • 초기 설정 : [85]

[KNEE MASTER SLOPE 
Rch]

Rch의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KNEE MASTER SLOPE 
Bch]

Bch의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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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COLOR SW] 칼라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대하는 모드를 [ON]/[OFF] 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HI -COLOR LVL] 칼라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대하는 모드의 레벨을 선택합니다.
[1]…[32]

 • 초기 설정 : [32]

[WHITE CLIP SETTING] [WHITE CLIP] 화이트 클립 기능을 [ON]/[OFF]합니다. 기능이 [ON]일 때, [WHITE CLIP LVL] 설정값을 가능하게
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WHITE CLIP LVL] 화이트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90%]…[109%]

 • 초기 설정 : [109%]

[Rch CLIP LVL] 화이트 클립에 대한 Rch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Bch CLIP LVL] 화이트 클립에 대한 Bch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31]…[31]

 • 초기 설정 : [0]

[DRS EFFECT DEPTH]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의 가장 밝은 영역의 압축 레벨을 설정합니다.
일반 촬영에서는 하얗게 되는 가장 밝은 영역의 비디오 시그널 레벨을 압축하여,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1], [2], [3]

 • 초기 설정 : [1]

[A.IRIS LEVEL] 자동 조리개 레벨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A.IRIS LEVEL EFFECT] 자동 아이리스 모드에서 밝기를 조정합니다. 값을 올리면 자동 조리개의 컨버젼스를 밝게 하고, 내리면 
어둡게 합니다.
[−50]…[50]

 • 초기 설정 : [0]

[SYSTEM MODE]

아이템 설정의 설명

[LINE&FREQ]
카메라를 재시작합니다.
[1080-59.94i/P], [1080 -50i/P], [1080-59.94i], [1080 -23.98PsF], [1080-50i], [720 -59.94P], [720 -50P], 
[480-59.94i], [576 -50i]

[REC FORMAT] 레코딩 코덱과 촬영과 레코딩의 모드를 선택합니다.
[AVC-I100/60P], [AVC- I100/60i], [AVC- I100/50P], [AVC-I100/50i], [AVC- I100/30PN], [AVC - I100/24PN], 
[AVC- I100/25PN], [AVC - I50/60P], [AVC- I50/60i], [AVC- I50/50P], [AVC- I50/50i], [AVC-G50/60P], 
[AVC-G50/60i], [AVC-G50/50P], [AVC-G50/50i], [AVC-G50/30PN], [AVC-G50/24PN], [AVC-G50/25PN], 
[AVC-G25/60P], [AVC-G25/60i], [AVC -G25/50P], [AVC-G25/50i], [AVC -G12/60P], [AVC -G12/60i], 
[AVC-G12/50P], [AVC -G12/50i], [DVCPRO HD/60P], [DVCPRO HD/60i], [DVCPRO HD/50P], [DVCPRO 
HD/50i], [DVCPRO HD/30PN], [DVCPRO HD/24PN], [DVCPRO HD/25PN], [DVCPRO50/60i], 
[DVCPRO50/50i], [DVCPRO/60i], [DVCPRO/50i], [DV/60i], [DV/50i]

[CAMERA MODE] SD 모드에서 1080i [DVCPRO HD] 코덱을 사용할 때 카메라 촬영 모드를 설정합니다.
[60i], [50i], [30P], [25P], [24P]

[AUDIO SMPL RES] [REC FORMAT]이 [AVC-I100] 혹은 [AVC-I50]일 때 오디오 비트([24BIT] 혹은 [16BIT])의 숫자를 선택합니다.
이게 아닌 [REC FORMAT]에서, 레코딩은 24 비트 혹은 16 비트에 고정된 오디오 비트의 숫자에서 
실행됩니다.
[16BIT], [24BIT]

[REC SIGNAL] 비디오 입력 시그널을 전환합니다.
[CAM]: 카메라에서 입력 시그널을 레코드합니다.
[SDI]: <SDI OUT/IN(OP)> 터미널에서 입력 시그널을 레코드합니다.

 • 초기 설정 : [CAM]

전원이 한번 꺼지면, 다음 전원이 켜지면 항상 [CAM]으로 설정됩니다.

[ASPECT CONV] 480i, 576i에 레코드되는 비디오의 화면 비율을 선택합니다.
[SIDE CROP], [LETTER BOX], [SQUEEZE]

 • 초기 설정 : [SIDE CROP]

[SCAN REVERSE] 이미지의 수직/수평 도치에 대해 스캔 리버스 촬영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SETUP] 480I 비디오 시그널의 설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0%], [7.5%A]

[SHOOTING MODE] 촬영 환경에 따라 촬영 모드를 설정합니다.
[NORMAL]: 보통 밝기의 환경에 대한 촬영 모드를 선택합니다.
[HIGH SENS.]:
보여줍니다.

 • 초기 설정 : [NORMAL]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비디오와 오디오의 레코딩 포맷에 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고감도를 선택합니다.(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할 때 적당) 뷰 파인더는 [H.SENS.]를

카메라의 시그널 포맷을 설정합니다. 이 설정이 변경되면,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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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W]

USER 버튼과 렌즈의 <RET>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USER MAIN] <USER MAIN>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LEVEL GAUGE], [LEVEL GAUGE RESET], [F.JOG CT], [WFM], [D.ZOOM x2], [D.ZOOM 
x4], [DRS], [FBC], [S.GAIN], [ATW], [ATW LOCK], [SPOTLIGHT], [BACKLIGHT], [Y GET], [PRE 
REC], [TEXT MEMO], [SHOT MARK], [SLOT SEL], [AUDIO MON SEL], [REC CHECK], [USB MODE], 
[PLAYLIST]

 • 초기 설정 : [Y GET]

[USER1] <USER1>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LEVEL GAUGE], [LEVEL GAUGE RESET], [F.JOG CT], [WFM], [D.ZOOM x2], [D.ZOOM 
x4], [DRS], [FBC], [S.GAIN], [ATW], [ATW LOCK], [SPOTLIGHT], [BACKLIGHT], [Y GET], [PRE 
REC], [TEXT MEMO], [SHOT MARK], [SLOT SEL], [AUDIO MON SEL], [REC CHECK], [USB MODE], 
[PLAYLIST]

 • 초기 설정 : [WFM]

[USER2] <USER2>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LEVEL GAUGE], [LEVEL GAUGE RESET], [F.JOG CT], [WFM], [D.ZOOM x2], [D.ZOOM 
x4], [DRS], [FBC], [S.GAIN], [ATW], [ATW LOCK], [SPOTLIGHT], [BACKLIGHT], [Y GET], [PRE 
REC], [TEXT MEMO], [SHOT MARK], [SLOT SEL], [AUDIO MON SEL], [REC CHECK], [USB MODE], 
[PLAYLIST]

 • 초기 설정 : [LEVEL GAUGE]

[RET SW] 렌즈의 <RET>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설정합니다.
[INHIBIT], [PUSH AF], [D.ZOOM x2], [D.ZOOM x4], [FOCUS ASSIST], [REC CHECK], [TEXT MEMO], 
[SHOT MARK], [EVF COLOR]

 • 초기 설정 : [INHIBIT]

[SW MODE]

이 메뉴 아이템들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LOW GAIN] <GAIN> 스위치의 <L> 위치로 할당되는 gain 값을 설정합니다.(3 dB 단위)  
([HIGH SENS.]에는 [-6 dB]만 가능)
[−6dB]…[30dB]

 • 초기 설정 : [0dB]

[MID GAIN] <GAIN> 스위치의 <M> 위치로 할당되는 gain 값을 설정합니다.(3 dB 단위)  
([HIGH SENS.]에는 [-6 dB]만 가능)
[−6dB]…[30dB]

 • 초기 설정 : [6dB]

[HIGH GAIN] <GAIN> 스위치의 <H> 위치로 할당되는 gain 값을 설정합니다.(3 dB 단위)  
([HIGH SENS.]에는 [-6 dB]만 가능)
[−6dB]…[30dB]

 • 초기 설정 : [12dB]

[SUPER GAIN] USER 버튼으로 할당되는 수퍼 gain을 설정합니다.
[30dB], [36dB], [42dB]
[ALL]:  USER 버튼이 눌려질 때마다, 설정은 [30 dB] → [36 dB] → [42 dB] → [48 dB] → (off)의 순서로
바뀝니다.

 • 초기 설정 : [30dB]

[ATW] <WHITE BAL> 스위치에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할당합니다.
[Bch], [OFF]

 • 초기 설정 : [OFF]

[ATW SPEED]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기능의 콘트롤 속도를 설정합니다.
[FAST], [NORMAL], [SLOW]

 • 초기 설정 : [NORMAL]

[ATW TARGET R]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작동으로 컨버전스에 대한 Rch 출력을 미세 조정합니다.
[−10]…[10]

 • 초기 설정 : [0]

[ATW TARGET B]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작동으로 컨버전스에 대한 Bch 출력을 미세 조정합니다.
[−10]…[10]

 • 초기 설정 : [0]

[W.BAL PRESET] <WHITE BAL> 스위치의 <PRST> 위치에 할당되는 색 온도를 설정합니다.
[3200K], [5600K], [VAR]

 • 초기 설정 : [3200K]

[W.BAL VAR] [W.BAL PRESET]에서 [VAR]의 값을 설정합니다.
조그 다이얼 버튼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W.BAL PRESET]이 [VAR]로 설정되고 <WHITE VAL> 스위치가 <PRST>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2000K]…[15000K]

 • 초기 설정 : [3200K]

[PUSH AF MODE] 렌즈 <RET> 버튼과 [PUSH AF]가 할당된 ##USER 버튼##이 눌려졌을 때 할당됩니다.

[TURBO]: 버튼이 한번 눌려지면 이미지가 포커스에 맞을 때까지 자동으로 고속 포커싱을 실행합니다.

[NORMAL]: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으로 포커싱을 실행합니다.
 • 초기 설정 : [TURBO]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각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환될 때 각 모드의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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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설정의 설명

[MF ASSIST] 수동 포커스 모드에서 마지작 포커스를 자동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마지막 포커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OFF]:  포커스를 자동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이미지게 포커스에서 크게 벗어나면, 포커스는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MOTE> 터미널에 연결된 리모트 콘트롤로 작동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FOCUS ASSIST MODE] 포커스 지원 기능의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EXPAND]:
[IN RED]:  비디오의 윤곽이 적색으로 표시됩니다.

 • 초기 설정 : [EXPAND]

[EXPAND MODE] [FOCUS ASSIST MODE]에서 [EXPAND]가 선택되었을 때 확대된 디스플레이를 취소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10SEC]: 10초 후에 취소합니다.
[HOLD]: <FOCUS ASSIST> 버튼(혹은 포커스 지원 기능이 할당된 렌즈 <RET> 버튼)이 다시 눌려질 때까지
취소하지 않습니다.
[UNTIL REC]: 레코딩이 시작될 때 취소합니다. 확대된 디스플레이는 레코딩 도중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초기 설정 : [10SEC]

[A.IRIS SPEED] 오디오 조리개 기능의 콘트롤 속도를 설정합니다.
[FAST], [NORMAL], [SLOW]

 • 초기 설정 : [NORMAL]

[A.IRIS WINDOW] 자동 조리개 감지창을 선택합니다.
[NORM1]:  스크린 가운데에 가까운 창
[NORM2]:  스크린 아래에 가까운 창
[CENTER]:  정확히 스크린 가운데에 있는 창

 • 초기 설정 : [NORM1]

[AGC] ##[A. IRIS]에서 [ON]이 선택되었을때 자동 gain 콘트롤 작동을 설정합니다.
[ON]:  자동 모드일 때 카메라 gain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AGC] 기능의 작동을 
실행합니다.
[OFF]:  자동 모드일 대 카메라 gain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AGC] 기능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N]

[AGC LIMIT] [AGC] 작동 도중 최대 gain 값을 설정합니다.
[3dB], [6dB], [12dB], [18dB]

 • 초기 설정 : [6dB]

[AGC POINT] [AGC] 작동 도중 자동 조리개에서 [AGC]까지 콘트롤을 전환하는 F 값을 설정합니다.
[F2.8], [F4.0], [F5.6]

 • 초기 설정 : [F4.0]

[WFM MODE]
선택합니다.
[WAVE]:  파형으로 디스플레이합니다.
[VECTOR]:  벡터로 디스플레이합니다.
[WAVE/VECT]:  [WFM]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없음) → [WAVE](파형) → [VECTOR]
(벡터) → (디스플레이없음)의 순서로 디스플레이는 변경됩니다.

[WFM]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이 눌려졋을 때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는 파형의 형태를 

약 5초 동안 제브라 패턴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WAVE]

[ZEBRA MODE] 제브라 패턴 디스플레이를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CONTINUE]: 제브라 패턴의 디스플레이를 유지합니다.
[MOMENT]:

 • 초기 설정 : [MOMENT]

[BARS TYPE] 사용할 칼라 바를 선택합니다.
[SMPTE]: SMPTE 표준에서 칼라 바를 사용합니다.
[FULL BARS]: 풀 칼라 바를 사용합니다.
[SPLIT]: SNG(Satelite News Gathering)용 SPLIT 칼라 바를 사용합니다.
[ARIB]: ARIB 표준 칼라 바를 사용합니다.

 • 초기 설정 : [SMPTE]

[RECORDING SETUP]

카메라 레코딩과 재생을 실행할 때 다양한 형태의 설정 아이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주파수, 라인의 숫자, 레코딩 포맷, 레코딩 방법을 설정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FILE SPLIT]
하나의 파일로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AVC-LongG 포맷에서 microP2 메모리 카드(32GB 초과)에 레코딩할 때 레코딩 파일을 4GB 단위로 분할 혹은

[ONE FILE]:
[SPLIT]:  각 4GB 클립으로 분할합니다. 

하나의 파일로 레코드합니다.

 • 초기 설정 : [SPLIT]

[RECORDING] 레코딩 포맷을 선택합니다.
[NORMAL]: 표준 레코딩을 실행합니다.
[INTERVAL]: 인터벌 레코딩을 실행합니다.
[ONE SHOT]: 원샷 레코딩을 실행합니다.
[LOOP]: 루프 레코딩을 실행합니다.

 • 초기 설정 : [NORMAL]

[RECORDING 
SETTING]

[RECORDING HOLD] [RECORDING] 설정을 유지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설정을 유지합니다.
[OFF]:  설정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전원을 켤 때 항상 [NORMAL]입니다.

 • 초기 설정 : [OFF]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뷰 파인더의 가운데에 확대되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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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설정의 설명

[ONE SHOT TIME] 원샷 레코딩의 레코딩 시간을 설정합니다.
[1frm], [2frm], [4frm], [8frm], [16frm], [1s]

 • 초기 설정 : [1frm]

[INTERVAL TIME] 인터벌 레코딩의 인터벌 시간을 설정합니다.
[2frm], [4frm], [8frm], [16frm], [1s], [2s], [5s], [10s], [30s], [1min], [5min], [10min]

 • 초기 설정 : [2frm]

[START DELAY] 인터벌 레코딩 혹은 원샷 레코딩을 실행할 때 약 1초 정도 레코딩 시작 시간을 지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PRE REC] 프리 레코딩을 실행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이 선택되면, 프리 레코딩은 HD에서 약 3초간, SD에서 약 7초간
실행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ONE CLIP REC] 원클립 레코딩을 실행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SIMUL REC] 동시 레코딩을 실행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DUAL CODEC 
SETTING]

[DUAL CODEC TYPE] 레코딩 프록시 데이터의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PROXY (P2)]: 프록시 데이터를 P2 카드에 레코드합니다.
[PROXY (P2&SD)]: 프록시 데이터를 P2 카드와 SD 메모리 카드 양쪽에 레코드합니다.
[STREAMING]: 비디오 스트림을 출력합니다.
[OFF]:  프록시 데이터를 레코드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PROXY MODE] 프록시 데이터의 레코딩 모드를 설정합니다.
[LOW 2CH MOV], [HQ 2CH MOV], [SHQ 2CH MOV], [AVC-G6 2CH MOV]

 • 초기 설정 : [HQ 2CH MOV]

[STREAMING MODE] 스트리밍의 전송 모드를 설정합니다.
[LOW], [HQ], [AVC-G6]

 • 초기 설정 : [AVC

뷰 파인더에 레코드된 정보 혹은 메시지로 프록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PROXY DISP]
[ON]: 레코딩 시작시에 프록시 레코딩 정보와 SD 메모리 카드 잔여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경고 정보가 항상 디스플레이됩니다.
[OFF]: 경고 발생시 프록시와 SD 메모리 카드 경고 정보를 3초간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START TEXT MEMO] 레코딩이 시작될 때마다 레코딩 시작 위치에서 텍스트 메모를 자동으로 추가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DF MODE] 내장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의 카운팅 방법을 설정합니다.
[DF]:  Drop 프레임 모드를 사용합니다.
[NDF]: Non-drop 프레임 모드를 사용합니다.

 • 초기 설정 : [DF]

[UBG MODE] 사용자 비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USER]: 설정된 사용자 비트를 선택합니다.
[TIME]: 현지 시간(hh, mm, ss)을 선택합니다.
[DATE]: 현지 날짜와 시간(YY, MM, DD, hh)을 선택합니다.
[EXT]: <TC IN/OUT> 터미널에 입력된 현재 사용자 비트 값을 레코드합니다.
[TCG]: [TCG]의 값이 사용자 비트로 레코드됩니다.
[FRAME RATE]: 카메라 이미징 정보(프레임 레이트와 같은)를 선택합니다.
[REGEN]: 카드에 레코드된 값을 읽고 연속으로 그 값을 레코드합니다.

 • 초기 설정 : [USER]

[VITC UB MODE] VITC 사용자 비트 모드를 선택합니다.
[USER/EXT]: [UBG MODE]가 [EXT]일 때, 값을 따르고 [EXT]가 아닐 때, [USER]에 설정된 사용자 값을
레코드합니다.
[TIME]: 현지 시간(hh, mm, ss)을 선택합니다.
[DATE]: 현지 날짜와 시간(YY, MM, DD, hh)을 선택합니다.
[TCG]: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의 값이 사용자 비트로 레코드됩니다.
[FRAME RATE]: 카메라 이미징 정보(프레임 레이트와 같은)를 선택합니다.
[REGEN]: 카드에 레코드된 값을 읽고 연속으로 그 값을 레코드합니다.

 • 초기 설정 : [USER/EXT]

[REC MET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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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레코드되는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RECORD]가 [ON]일 때)
[TYPE1]: 로드된 데이터의 설정값을 레코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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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메타 데이터 업로드 파일을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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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SERIAL] P2 카드의 시리얼 번호를 메타 데이터로 레코드하는 기능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INITIALIZE] 모든 로드된 메타 데이터를 삭제하고 초기화합니다.

[PROPERTY] 로드된 메타 데이터를 확인하고 정정합니다.

[LANGUAGE] 메타 데이터 디스플레이에 사용된 언어를 설정합니다. ([NTSC(J)]가 사용 지역으로 선택되었을 때만)
[ENGLISH], [JAPANESE]

[CLIP]

이 아이템은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된 클립의 썸네일을 확인하면서 재생, 삭제, 클립 복사, 메타 데이터 편집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실행하는 데 

이 메뉴 아이템들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DELETE] 혹은 [COPY] 같은 클립 작동은 타깃 썸네일이 선택되었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REPOSITION] 썸네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클립을 선택합니다.
[ALL CLIP]: 썸네일로 모든 클립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AME FORMAT CLIPS]: 썸네일로 시스템 포맷과 동일한 포맷으로 레코드된 클립만 디스플레이합니다.
동일한 포맷으로 레코드된 클립은 메인 메뉴 → [SYSTEM MODE]의 [LINE&FREQ], [REC FORMAT], 
[AUDIO SMPL RES]의 각 아이템이 현재 설정 상태와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1080-59.94i/P], [24BIT]
[SELECTED CLIPS]: 썸네일로 커서 버튼으로 선택된 클립만 디스플레이합니다.

[FORMAT]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특정 슬롯의 P2 카드를 포맷합니다.

썸네일은 선택된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MARKED CLIPS]: 썸네일 숏 마크가 추가된 클립만 디스플레이합니다.
[TEXT MEMO CLIPS]: 썸네일로 텍스트 메모 데이터가 추가된 클립만 디스플레이합니다.
[SLOT CLIPS]: 썸네일로 선택된 슬롯의 클립만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ALL CLIP]

[DELETE] 선택된 클립을 삭제합니다.

[FORMAT]
[SLOT 1], [SLOT 2], [SD CARD]

 • CPS 패스워드가 설정되면, [NORMAL](일반적인 암호화되지 않은 포맷) 혹은 [CPS(ENCRYPT)](암호화된 포맷)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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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STORAGE)]
[TYPE S]: [TYPE S] 포맷으로 포맷합니다.
[FAT]: [FAT] 포맷으로 포맷합니다.
이 아이템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 스크린 혹은 스토리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만 가능합니다.

[COPY] 선택된 클립을 어떠한 카드 슬롯의 P2 카드 혹은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복사합니다.
[SLOT 1], [SLOT 2], [SD CARD], [STORAGE], [FTP], [FTP(PROXY)]

[EXPORT] P2 카드 혹은 SD 메모리 카드에서 스토리지 디바이스 혹은 FTP로 클립을 엑스포트합니다.(씁니다.)

지정된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USB2.0> 터미널(호스트)에 연결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포맷합니다.

[ALL SLOT], [SLOT 1], [SLOT 2]: P2 카드에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클립을 엑스포트합니다.
[SD CARD]: SD 메모리 카드에서 FTP로 엑스포트합니다.

[IMPORT] 스토리지 디바이스 혹은 FTP로부터 P2 카드 혹은 SD 메모리 카드로 카드 단위로 임포트합니다.
(다시 씁니다.)
[SLOT 1], [SLOT 2], [SD CARD], [STORAGE], [FTP]

[REPAIR] 레코딩 도중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손상된 클립 표시(황색)에 디스플레이된 클립을 
보정합니다.

[RE-CONNECT]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된 클립이 연속된 클립으로 인식되지 않고 불완전 클립 표시      가 
디스플레이되면, 이 기능을 사용하여 연속된 클립(원본의 조합된 클립)으로 클립을 
복구합니다.

[EXCH. THUMBNAIL] 텍스트 메모가 있는 이미지로 클립 썸네일을 변경합니다. 이는 텍스트 메모 클립이 디스플레이될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PLORE] USB 호스트 모드에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정보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전환합니다.
[STORAGE]: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전환합니다.
[FTP]:  FTP 서버에 대한 정보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전환합니다.

[AUTHENTICATE] 카드 상태 스크린에서 이 메뉴가 선택되면,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디스플레이되어 CPS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패스워드가 입력되고 [OK]가 선택되면, CPS 패스워드는 카메라에 설정됩니다.
설정된 CPS 패스워드가 성공적으로 인증되면, [AUTHENTICATED SUCCESSFULLY!]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설정된 CPS 패스워드 인증이 실패하면, 경고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CHANGE PARTITION NAME] USB 호스트 모드에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파티션 이름을 설정/변경합니다.
 • 파티션이 생성되었을 때 초기 값은 날짜와 시간입니다.

 • 이 아이템은 [TYPE S] 스토리디 디바이스용으로만 가능합니다.

 • 이 아이템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만 디스플레이됩니다.

[DELETE LAST PARTITION] USB 호스트 모드에서, 마지막 스토리지 파티션을 삭제합니다.
 • 파티션은 커서가 마지막 파티션에 위치했을 때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이 아이템은 스토리지 익스플로러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만 디스플레이됩니다.

[DELETE FOLDER] FAT 포맷에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폴더를 삭제합니다.

[PROPERTY] [CLIP PROPERTY] 상세한 클립 정보가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아이템은 개별적으로 정정될 수 있습니다.

[CARD STATUS] 카드 슬롯의 카드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사용됩니다.

일부 아이템은 USB 호스트 모드 혹은 익스플로러 스크린과 같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디스플레이됩니다.



 129  

아이템 설정의 설명

[CPS PASSWORD] microP2 메모리 카드의 CPS 암호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LOAD]: SD 메모리 카드에서 CPS 패스워드를 로드합니다.
[SET]: CPS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DELETE]: 디바이스로 저장된 패스워드를 삭제하고 암호화된 포맷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SD CARD] SD 메모리 카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EMAIN SETUP] P2 카드 정보가 디스플레이될 때 잔여 용량 혹은 사용 용량 중 어느 것을 디스플레이할지 설정합니다. 
[REMAIN]: 남은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SED]: 사용한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REMAIN]

[FREE CAP. OF 
PARTITION]

파티션의 이용 가능 공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THUMBNAIL SETUP] [INDICATOR] 디스플레이할 아이템을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체크된 아이템이 디스플레이됩니다. [ALL HIDE]가

최대한 사용자 클립 이름의 최초 15글자(영어 디스플레이)를 

선택되면, 다른 아이템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ALL HIDE]: 모든 표시를 감춥니다.
[MARKER]: 숏 마크 표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EXT MEMO]: 텍스트 메모 표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WIDE]: 와이드 표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PROXY]: 프록시 표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MARKER], [TEXT MEMO], [WIDE], [PROXY]

[DATA DISPLAY]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 영역에 디스플레이되는 콘텐트를 선택합니다.
[TC]: 시간 코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UB]: 사용자 비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IME]: 레코드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DATE]: 레코드 날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DATE TIME]: 레코드 날짜와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LIP NAME]: 클립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SER CLIP NAME]:
디스플레이합니다.
[SLOT]:  슬롯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HUMBNAIL TC]: 썸네일 위치의 시간 코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TC]

[THUMBNAIL SIZE] 스크린의 썸네일에 디스플레이된 썸네일 크기를 설정합니다.Sets the thumbnail size displayed in a thumbnail on the screen.
[SMALL]: 소(썸네일 디스플레이 : 4 x 3과 속성 디스플레이)
[MEDIUM]:  표준(썸네일 디스플레이 : 4 x 3)
[LARGE]: 대(썸네일 디스플레이 : 3 x 2)

 • 초기 설정 : [MEDIUM]

[PB POSITION] 썸네일 스크린에서 재생 도중 재생 시작 위치를 설정합니다.
[RESUME]: 재생이 정지한 위치에서 재생합니다.
[THUMBNAIL TC]: 썸네일 위치의 시간 코드에서 재생합니다.
[START TC]: 시작 시간 코드(클립의 시작)에서부터 재생합니다.

 • 초기 설정 : [START TC]

[PROPERTY DISP.] [SMALL]이 [THUMBNAIL SIZE]로 선택되었을 때 썸네일의 좌측에 디스플레이된 간단한 속성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USER CLIP NAME]: 사용자 클립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TART TC]: 시작 시간 코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EC DATE]: 레코드된 날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EC TIME]: 레코드된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NUM. OF AUDIO CH]: 오디오 채널의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AUDIO RATE]: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AUDIO BIT]: 오디오 비트레이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REATOR]: 클립을 레코드한 사람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HOOTER]: 비디오 촬영자를 디스플레이합니다.
[PLACE NAME]: 촬영 위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PROGRAM NAME]: 프로그램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CENE NO.]: 씬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AKE NO.]: 테이크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EPORTER]: 리포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PURPOSE]: 촬영의 목적을 디스플레이합니다.
[OBJECT]: 촬영의 대상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TART UB]: 시작 사용자 비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EC RATE]: 레코딩 프레임 레이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LAST UPDATE]: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LAST UP PERSON]: 마지막 업데이트를 한 사람을 디스플레이합니다.
[MANUFACTURER]: 장비 제조업체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ERIAL NO.]: 시리얼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ODEL NAME]: 모델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ALTITUDE]: 고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LONGITUDE]: 경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LATITUDE]: 위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1ST TEXT MEMO]:
[THUMBNAIL OFFSET]: 썸네일 레코딩 위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EL CLIP DISP.] 클립 선택 정보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NUM. OF CLIPS]: 선택된 클립의 갯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DURATION]: 선택된 클립의 전체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NUM. OF CLIPS]

[STORAGE COPY 
SETUP]

[VERIFY] USB 호스트 모드에서 엑스포팅시 인증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인증하지 않습니다.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첫번째 텍스트 메모 내용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인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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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SETTING] [FRONT MIC POWER] 전면 마이크로폰의 팬텀 전원을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RONT MIC LVL] <MIC IN> 터미널에 연결된 외부 마이크로폰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마이크로폰이 연결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40dB], [−50dB], [−60dB]

 • 초기 설정 : [−50dB]

[REAR MIC CH1] <AUDIO IN CH1/3> 터미널에 연결된 외부 마이크로폰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마이크로폰이 연결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50dB], [−60dB]

 • 초기 설정 : [−60dB]

[REAR MIC CH2] <AUDIO IN CH2/4> 터미널에 연결된 외부 마이크로폰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마이크로폰이 연결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50dB], [−60dB]

 • 초기 설정 : [−60dB]

[WIRELESS WARN]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의 수신 상태가 불량일 때 경고 디스플레이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WIRELESS TYPE]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SINGLE]: 싱글 채널 타입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를 선택합니다.
[DUAL]: 더블 채너 ㄹ타입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를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SINGLE]

[RECORDING CH 
SETTING]

[FRONT VR CH1] 오디오 채널 1용으로 선택된 입력 시그널로 <F.AUDIO LEVEL> 다이얼이 가능할지 선택합니다.
[FRONT]: [FRONT]가 선택될 때만 가능합니다.
[W.L.]: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REAR]: [REAR]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ALL]: 어떤 입력이 선택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OFF]: 선택된 입력에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레코딩 레벨은 볼륨 다이얼을 돌려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FRONT VR CH2] 오디오 채널 2용으로 선택된 입력 시그널로 <F.AUDIO LEVEL> 다이얼이 가능할지 선택합니다.
[FRONT]:  [FRONT]가 선택될 때만 가능합니다.
[W.L.]: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REAR]:  [REAR]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ALL]:  어떤 입력이 선택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OFF]:  선택된 입력에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레코딩 레벨은 볼륨 다이얼을 돌려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FRONT VR CH3] 오디오 채널 3용으로 선택된 입력 시그널로 <F.AUDIO LEVEL> 다이얼이 가능할지 선택합니다.
[FRONT]:  [FRONT]가 선택될 때만 가능합니다.
[W.L.]: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REAR]:  [REAR]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ALL]:  어떤 입력이 선택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OFF]:  선택된 입력에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레코딩 레벨은 볼륨 다이얼을 돌려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FRONT VR CH4] 오디오 채널 4용으로 선택된 입력 시그널로 <F.AUDIO LEVEL> 다이얼이 가능할지 선택합니다.
[FRONT]:  [FRONT]가 선택될 때만 가능합니다.
[W.L.]: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REAR]: [REAR]가 선택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ALL]:  어떤 입력이 선택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OFF]:  선택된 입력에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레코딩 레벨은 볼륨 다이얼을 돌려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MIC LOWCUT CH1]
[ON], [OFF]

 • 초기 설정 : [OFF]

[MIC LOWCUT CH2]
[ON], [OFF]

 • 초기 설정 : [OFF]

[MIC LOWCUT CH3]
[ON], [OFF]

 • 초기 설정 : [OFF]

[MIC LOWCUT CH4]
[ON], [OFF]

 • 초기 설정 : [OFF]

[LIMITER CH1] 오디오 채널 1용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LIMITER CH2] 오디오 채널 2용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오디오 입력/출력에 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오디오 채널 1용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오디오 채널 2용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오디오 채널 3용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오디오 채널 4용 로우컷 필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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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R CH3] 오디오 채널 3용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LIMITER CH4] 오디오 채널 4용 리미터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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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20dB]

[OUTPUT SETTING] [TEST TONE] 레퍼런스 레벨에 따라 정격 레벨 1 kHz 톤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표준 레벨은 [HEADROOM]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NORMAL]: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가 <BARS>로 전환되고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의
[IN] 아이템에서 오디오 채널 1이 [FRONT]로 설정되었을 때 CH1/CH2/CH3/CH4로 테스트 톤을
출력합니다.
[ALWAYS]: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가 <BARS>로 전환되어 있을 때 항상 CH1/CH2/CH3/CH4로
테스트 톤을 출력합니다.
[CHSEL]: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가 <BARS>로 전환되어 있을 때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의 [IN] 아이템이 [FRONT]로 설정된 채널로 테스트 톤을 출력합니다.
(CH3/CH4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OFF]:  테스트 톤을 출력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NORMAL]

[IN/OUT SEL]

아이템 설정의 설명

[SDI OUT] <SDI OUT/IN(OP)> 터미널로부터의 비디오 출력을 설정합니다.
[ON]: 비디오를 출력합니다.
[OFF]: 비디오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N]

[SDI OUT CHAR] <SDI OUT/IN(OP)> 터미널로부터의 이미지 출력에 글자의 이중 인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이중 인화합니다.
[OFF]: 이중 인화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SDI EDH] <SDI OUT/IN(OP)> 터미널로부터의 출력이 SD 시그널(480i와 576i)일 때 EDH의 이중 인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이중 인화합니다.
[OFF]:  이중 인화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N]

[HD SDI REMOTE] HD SDI 출력에서 <SD OUT/IN(OP)> 터미널과 연결된 외부 디바이스(레코더 같은)에 대한 레코딩 작동의 
콘트롤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외부 디바이스의 레코딩 작동을 콘트롤합니다.
[OFF]: 외부 디바이스의 레코딩 작동을 콘트롤 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DOWNCON MODE] HD 모드(1080i 혹은 720P)에서 <SDI OUT/IN(OP)> 혹은 <MON OUT> 터미널에서의 다운 컨버터 출력 시그널의
모드를 선택합니다.
[SIDE CROP], [LETTER BOX], [SQUEEZE]

 • 초기 설정 : [LETTER BOX]

[DOWNCON SETTING] [DETAIL] 다운 컨버터 출력 시그널의 디테일한 기능을 [ON]/[OFF] 합니다.
[ON], [OFF]
다운 컨버터 출력 시그널은 HD 시그널 프로세싱 도중 디테일한 컴포넌트 설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설정은 그 시그널로 출력하는 다운 컨버터를 제외한 디테일 컴포넌트를 이중 인화합니다.

 • 초기 설정 : [ON]

[H.DTL LEVEL] 다운 컨버터 출력 시그널에 대한 수평 디테일 정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0]…[31]

 • 초기 설정 : [8]

[V.DTL LEVEL] 다운 컨버터 출력 시그널에 대한 수직 디테일 정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0]…[31]

 • 초기 설정 : [4]

[DTL CORING] 디테일 노이즈 제거 레벨을 설정합니다.
[0]…[15]

 • 초기 설정 : [1]

[H.DTL FREQ] 수평 디테일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2.5MHz], [3MHz], [3.5MHz], [4MHz], [4.5MHz]

 • 초기 설정 : [3.5MHz]

[MON OUT] <MON OUT> 터미널 출력의 [ON]/[OFF]를 선택합니다.
[ON]: 출력을 실행합니다.
[OFF]:  출력을 정지합니다.

 • 초기 설정 : [OFF]

[MON OUT CHAR] <MON OUT>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이미지에 글자의 이중 인화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이중 인화합니다.
[OFF]:  이중 인화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N]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SDI OUT/IN(OP)>, <HDMI>, <MON OUT>, <TC IN/OUT> 터미널로부터의 출력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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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OUT ZEBRA] 제브라 패턴이 모니터 출력 터미널(<SDI OUT/IN(OP)>, <HDMI>, <MON OUT>)의 출력 비디오 시그널에
이중 인화되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이중 인화합니다.
[OFF]: 이중 인화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TC IN/OUT SEL] 입력과 출력용으로 <TC IN/OUT> 터미널을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TC OUT]: 출력으로 사용합니다.
[TC IN]: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 초기 설정 : [TC OUT]

[TC OUT] <TC IN/OUT>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시간 코드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TCG]: 항상 카메라의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 값을 출력합니다.
[TCG/TCR]: 카메라 이미지 출력용으로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 값을 그리고 비디오 재생 출력용으로 재생되는 
비디오의 시간 코드 값을 출력합니다.

 • 초기 설정 : [TCG]

[TC OUTPUT REF] <TC IN/OUT>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시간 코드의 출력 지연을 설정합니다.
[RECORDING]: 지연없이 레코드된 시간 코드를 출력합니다. 이는 이 카메라를 마스터로 하여 2대의 카메라에서
동시 레코딩을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MON OUT]: 출력 이미지에 일치시킵니다.

 • 초기 설정 : [MON OUT]

[NETWORK SETUP]

아이템 설정의 설명

[USB MODE SELECT] 외부 디바이스가 USB로 연결되었을 때 카메라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STORAGE]: 외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와 같은 연결된 디바이스와 사용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DEVICE]: 대용량 스토리지인 P2 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혹은 USB 2.0으로 연결된 다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데 대한 USB 디바이스 모드를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 [STORAGE]

[USB MODE] [USB MODE SELECT]에서 선택된 모드가 가능/불가능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NETWORK SEL] 네트워크를 경유한 (컴퓨터와 같은) 외부 디바이스와 카메라를 연결할 때 연결 방법을
설정합니다.
[WLAN]: 무선 LAN으로 연결합니다.
[4G/LTE] : 3G/4G/LTE로 연결합니다.
[LAN]:  <LAN> 터미널로 연결합니다.
[OFF]: 연결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NETWORK FUNC] [HTTP SERVER]
[BROWSE]: P2 브라우저 기능이 가능합니다.
[BROWSE (+CTRL)]: HTTP 서버 기능, 터미널 측에서 레코딩 시작과 정지, 시간 코드 혹은 사용자 비트의 
프리셋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PLAYLIST]: 플레이리스트 편집 모드로 모드를 변경합니다.
[DISABLE]: HTTP 서버 기능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 : [DISABLE]

[IP REMOTE] [ENABLE]: IP 연결로 리모트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DISABLE]: IP 연결로 리모트 콘트롤이 불가능합니다.

 • 초기 설정 : [DISABLE]

[USER ACCOUNT] 사용자 계정 이름을 설정합니다.

[ACCOUNT LIST] 현재 설정된 사용자 계정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새로운 계정의 등록, 계정 삭제 혹은 패스워드 변경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LIENT SERVICE] [FTP SERVER URL] 서버 이름 혹은 연결 주소를 설정합니다.

[LOGIN USER] 연결할 사용자 ID를 설정합니다.

[LOGIN PASSWORD] 연결할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SSH]
[ENABLE]:  SSH를 이용합니다.
[DISABLE]: SSH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DISABLE]

[SSH PORT] SSH가 사용될 때 네트워크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서버측의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설정합니다.

[LAN PROPERTY] [MAC ADDRESS] 카메라의 <LAN> 터미널의 MAC 어드레스를 디스플레이합니다.(변경할 수 없음)

[DHCP] DHCP를 통한 자동 습득을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dhcp server] 설정으로 상호 배타적임)
[ENABLE]: 자동 습득을 사용합니다.
[DISABLE]: 자동 습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IP ADDRESS], [SUBNET MASK], [DEFAULT GATEWAY],
[PRIMARY DNS], [SECONDARY DNS]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ENABLE]

[IP ADDRESS]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192.168.0.1]

[SUBNET MASK]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255.255.255.0]

[DEFAULT GATEWAY]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초기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192.168.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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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관련된 설정을 구성합니다.

HTTP 서버에 관련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SSH를 이용하여 전송할 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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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DNS]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기본 DNS 서버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0.0.0.0]

[SECONDARY DNS]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두번째 DNS 서버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0.0.0.0]

[DHCP SERVER] 유선 LAN으로 연결되었을 때 DCHP SERVER 기능을 이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DHCP] 설정과 상호 배타)
[ENABLE]: DHCP SERVER 기능을 이용합니다.
[DISABLE]: DHCP SERVER 기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DISABLE]

[WIRELESS 
PROPERTY]

[MAC ADDRESS] 카메라의 무선 LAN의 MAC 어드레스를 디스플레이합니다.(변경할 수 없음)

[TYPE] 연결 방법을 설정합니다.
[DIRECT]: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직접 카메라의 네트워크 기능으로 액세스합니다.
[INFRA]: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 연결합니다.

 • 초기 설정 : [DIRECT]

[SSID INPUT MODE] SSID의 설정 방법을 설정합니다.
[SELECT]: 액세스 포인트 리스트에서 선택합니다.
[MANUAL]: 액세스 포인트을 수동으로 입력

 • 초기 설정 : [SELECT]

[SSID] Displays network name (SSID).

[CHANNEL] [DIRECT]가 [TYPE]에서 선택되고 카메라가 무선 LAN으로 연결되었을 때 사용되는 채널을
설정합니다.
[AUTO], [CH1], [CH6], [CH11]

 • 초기 설정 : [AUTO]

[ENCRYPTION] 암호 포맷을 설정합니다.
[WPA-TKIP], [WPA-AES], [WPA2-TKIP], [WPA2-AES]

 • 초기 설정 : [WPA2-AES]

[ENCRYPT KEY] 암호 키를 설정합니다. 8에서 63까지 여러 개의 글자 혹은 64 자리의 16진법 숫자를 이용하여 키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01234567890123456789abcdef]

[DHCP] [INFRA]가 [TYPE]에서 선택되었을 때 DHCP를 통한 자동 습득을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ENABLE]: 자동 습득을 이용합니다.
[DISABLE]: 자동 습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IP ADDRESS], [SUBNET MASK], [DEFAULT GATEWAY],
[PRIMARY DNS], [SECONDARY DNS]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ENABLE]

[IP ADDRESS]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192.168.0.1]

[SUBNET MASK]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서브네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255.255.255.0]

[DEFAULT GATEWAY] [INFRA]가 [TYPE]에서 선택되고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초기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192.168.0.254]

[PRIMARY DNS] [INFRA]가 [TYPE]에서 선택되고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혹은 [ENABLE]이 [DHCP]에서
선택되고 기본 DNS 서버가 획득되지 않았을 때 기본 DNS 서버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0.0.0.0]

[SECONDARY DNS] [INFRA]가 [TYPE]에서 선택되고 [DISABLE]이 [DHCP]에서 선택되었을 때 혹은 [ENABLE]이 [DHCP]에서
선택되고 기본 DNS 서버가 획득되지 않았을 때 두번째 DNS 서버를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0.0.0.0]

[DHCP SERVER] [DIRECT]가 [TYPE]에서 선택되고 카메라가 무선 LAN으로 연결되었을 때 DHCP SERVER 기능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ENABLE]: DHCP SERVER 기능을 사용합니다.
[DISABLE]: DHCP SERVER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ENABLE]

[NETWORK TOOL] [LOG DISPLAY] 연결 로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TATUS DISPLAY] 네트워크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INITIALIZE] 네트워크 설정 상태를 초기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PING] PING 명령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DISPLAY SETUP]

이 메뉴 아이템들은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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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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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85%]

[ZEBRA2] 제브라 패턴 2의 on/off를 설정하고 형태를 선택합니다.
[ON], [SPOT], [OFF]

 • 초기 설정 : [SPOT]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는 디테일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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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MARK] 센터 마크를 콘트롤 합니다.
[1]:  + (대)
[2]:  센터를 엽니다.(대)
[3]:  + (소)
[4]:  센터를 엽니다.(소)
[OFF]: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1]

[SAFETY MARK] 세이프티 존 마커의 프레임 형태를 선택합니다.
[1]:  박스
[2]:  코너
[OFF]: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2]

[SAFETY AREA] 세이프티 존 마커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폭에 대해 길이의 정수비는 1%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80%]…[100%]

 • 초기 설정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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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OFF]

[FRAME SIG] 프레임 마커 화면 비율을 설정합니다.
[4:3], [13:9], [14:9], [1.85:1], [2.35:1]

 • 초기 설정 : [4:3]

[FRAME LVL] 프레임 마커의 외부 레벨을 설정합니다.
[0]…[15]

 • 초기 설정 : [15]

[LEVEL GAUGE] 레벨 게이지가 가능/불가능입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FOCUS BAR] 포커스의 정도를 표시하는 포커스 바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ZOOM/FOCUS] 줌과 포커스 값의 단위를 선택합니다.
[NUMBER]: 줌과 포커스의 위치 값을 [0]에서 [99]로 디스플레이합니다.
[mm/feet]: 줌은 밀리미터 단위로 디스플레이되고, 포커스는 피트 단위로 됩니다.
[mm/m]: 줌은 밀리미터 단위로 디스플레이되고 포커스는 미터 단위로 됩니다.
[OFF]:  줌과 포커스 모두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NUMBER]

[LEVEL METER] 오디오 레벨 미터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DATE/TIME] 날짜와 시간 디스플레이를 설정합니다.
[TIME]:  시, 분, 초를 디스플레이합니다.
[DATE]:  연, 월, 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TIME&DATE]: 연, 월, 일과 시, 분, 초를 디스플레이합니다.
[OFF]: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REC COUNTER] 레코딩 카운터 작동을 설정합니다.
[TOTAL]: <RESET> 버튼으로 리셋될 때까지 연속으로 카운팅을 실행합니다.
[CLIP]:  레코딩 시작시에 카운터 값을 삭제하고 각 레코딩에 대한 시간을 카운트합니다.

 • 초기 설정 : [TOTAL]

[P2CARD REMAIN] P2 카드의 잔여 레코딩 용량의 디스플레이를 [ON]/[OFF]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BATTERY]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를 [ON]/[OFF]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OTHER DISPLAY] 다른 정보의 디스플레이 디테일을 설정합니다.
[PARTIAL]: 정보를 부분적으로 디스플레이합니다.
[ALL]: 모든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USER]: [DISPLAY SETTING]에서 설정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PARTIAL]

[DISPLAY SETTING] [IRIS] F 값과 자동 조리개 콘트롤 상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GAIN] Gain 값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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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ON]

[WHITE BALANCE] <WHITE BAL> 스위치 위치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ND]
[ON], [OFF]

 • 초기 설정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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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GET] Y GET의 밝기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D.ZOOM] 디지털 줌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CENE FILE]
[ON], [OFF]

 • 초기 설정  [ON]

[DRS]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이 활성화될 때 디스플레이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FBC]
[ON], [OFF]

 • 초기 설정 : [ON]

[SHOOTING MODE] 고감도 모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PB MODE] 재생의 작동 상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SYSTEM MODE] 시스템 모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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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ON]

[FRAME RATE] 프레임 레이트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ASPECT] 레터박스 레코딩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REC MEDIA] 레코딩 미디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ONE CLIP REC] 원클립 레코딩 모드의 상태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REC MODE] 동시 레코딩 모드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숨깁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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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 [ON]

[BATTERY SETUP] 

아이템 설정의 설명

[BATTERY/P2CARD] [BATTERY SELECT] 사용할 배터리를 선택합니다.
[HYTRON140], [DIONIC90], [ENDURA10], [PAG L96e]: Anton/Bauer의 HYTRON140, DIONIC90, IDX의
ENDURA10(E-10), PAG 배터리의 PAG L96e가 선택되면 선택된 배터리에 따라 뱉리 충전 레벨을
인지합니다.
[TYPE A], [TYPE B], [TYPE C]: [HYTRON140], [DIONIC90], [ENDURA10], [PAG L96e]가 아닌 배터리를
사용할 때,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이 때,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 SETUP] → [BATTERY
SETTING](136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에 따라 [FULL](full 전압), [NEAR END](종료에 가까운 경고 전압),
[END](전압 종료)를 설정합니다. 
[BATT STAT]: 충전 레벨이 퍼센트 값으로 감지되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 [BATT STAT]을 이용하여, 
충전 레벨의 퍼센트 값에 따라, 종료에 가깝고 종료 작동을 합니다.
사용하는 배터리에 따라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 SETTING](136 페이지)에서 
[BATT STAT NEAR END](거의 종료)와 [BATT STAT END](종료)의 퍼센트 값을 설정합니다.

[ENDURA STAT]: IDX의 ENDURA 배터리가  충전 레벨 정보의 퍼센트 값에 다라 거의 종료와 종료 작동을
실행하는데 사용될 때 선택합니다. 사용하는 배터리에 따라 메인 메뉴→ [BATTERY SETUP] → [BATTERY  
SSETTING](136 페이지)에서 [ENDURA STAT NEAR END](거의 종료)와 [ENDURA STAT END](종료)의
퍼센트 값을 설정합니다.  

 • 초기 설정 : [DIONIC90]

[BATT STAT] 혹은 [ENDURA STAT]이 설정되었음에도 배터리 충전 레벨 퍼센트가 감지되지 않으면, 
[TYPE A]의 설정 값을 따릅니다. [FULL](완전 충전), [NEAR END](거의 종료), [END](종료)에 대한 
[TYPE A]의 설정값은 사용하는 배터리에 적절합니다.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이 활성화될 때 디스플레이 여부를 선택합니다.

씬 파일 이름을 디스플레이/숨깁니다.

사용할 배터리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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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 DC IN SELECT] 배터리가 <DC IN> 터미널에 연결되었을 때 충전 레벨 감지의 형태를 설정합니다. 또한, 선택된 형태에 해당하는
충전 레벨을 감지합니다.
배터리 형태의 선택은 [BATTERY SELECT]의 선택과 동일합니다.

[DC PWR SUPPLY], [HYTRON140], [DIONIC90], [ENDURA10], [PAG L96e], [TYPE A], [TYPE B], 
[TYPE C]

 • 초기 설정 : [DC PWR SUPPLY] 

[BATT NEAR END 
ALARM]

배터리가 거의 종료될 때 경고 사운드의 플레이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BATT NEAR END 
CANCEL]

[ON]으로 설정하면, <DSP/MODE CHK> 스위치가 <CHK> 쪽으로 되어 있으면 배터리 거의 종료시에 
경고 사운드와 경고 디스플레이 출력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BATT END ALARM] 배터리 종료시 경고 사운드의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BATT REMAIN FULL] 충전 레벨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 SmartUI의 배터리 잔여 충전 바의 콘텐트를
설정합니다.
[70%]: 70%일 때 풀로 디스플레이합니다.
[100%]: 100%일 때 풀로 디스플레이합니다.

 • 초기 설정 : [70%] 

[CARD NEAR END 
ALARM]

P2 카드 거의 종료시 경고 사운드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CARD NEAR END 
TIME]

P2 카드 거의 종료 경고를 출력하는 잔여 시간을 설정합니다.
[2min], [3min]

 • 초기 설정 : [2min] 

[CARD END ALARM] P2 카드 종료시 경고 사운드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CARD REMAIN/Seg] SmartUI의 P2 카드 잔여 용량 바에서 하나의 세그먼트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3min/Seg]: 하나의 세그먼트를 3분으로 설정합니다.
[5min/Seg]:

 • 초기 설정 : [3min/Seg] 

[BATTERY SETTING] [BATTERY MODE] 배터리의 거의 종료시 전압 설정 여부를 설정합니다.
[AUTO]: 자동 설정
[MANUAL]: 수동 설정

 • 초기 설정 : [AUTO] 

[HYTRON140 NEAR 
END]

[HYTRON140]이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거의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템은 [BATTERY MODE]가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12.0V]…[15.0V]

 • 초기 설정 : [13.1V] 

[DIONIC 90 NEAR END] [DIONIC90]이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거의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템은 [BATTERY MODE]가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12.0V]…[15.0V]

 • 초기 설정 : [13.1V] 

[ENDURA10 NEAR 
END]

[ENDURA10]이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거의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템은 [BATTERY MODE]가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12.0V]…[15.0V]

 • 초기 설정 : [13.1V]

[PAG L96e NEAR END] [PAG L96e]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거의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템은 [BATTERY MODE]가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12.0V]…[15.0V]

 • 초기 설정 : [13.1V] 

[TYPE A FULL] [TYPE A]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풀 디스플레이 전압을 선택합니다.
[TYPE A] 초기 설정은 IDX ENDURA ELETE와 동일합니다.
[13.0V]…[17.0V]

 • 초기 설정 : [15.6V]

[TYPE A NEAR END] [TYPE A]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거의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TYPE A] 초기 설정은 IDX ENDURA ELETE와 동일합니다.
[11.0V]…[15.0V]

 • 초기 설정 : [13.2V] 

[TYPE A END] [TYPE A]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TYPE A] 초기 설정은 IDX ENDURA ELETE와 동일합니다.
[11.0V]…[15.0V]

 • 초기 설정 : [12.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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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파인더에 아날로그 전압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하나의 세근먼트를 5분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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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B FULL] [TYPE B]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풀 디스플레이 전압을 선택합니다.
[TYPE B] 초기 설정은 Anton/Bauer DIONIC HC와 동일합니다.
[13.0V]…[17.0V]

 • 초기 설정 : [15.9V] 

[TYPE B NEAR END] [TYPE B]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거의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TYPE B] 초기 설정은 Anton/Bauer DIONIC HC와 동일합니다.
[11.0V]…[15.0V]

 • 초기 설정 : [12.9V] 

[TYPE B END] [TYPE B]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TYPE B] 초기 설정은 Anton/Bauer DIONIC HC와 동일합니다.
[11.0V]…[15.0V]

 • 초기 설정 : [12.5V] 

[TYPE C FULL] [TYPE C]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풀 디스플레이 전압을 선택합니다.
[13.0V]…[17.0V]

 • 초기 설정 : [15.9V] 

[TYPE C NEAR END] [TYPE C]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거의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11.0V]…[15.0V]

 • 초기 설정 : [13.2V] 

[TYPE C END] [TYPE C]가 메인 메뉴 → [BATTERY SETUP] → [BATTERY/P2CARD] → [BATTERY SELECT]에서  
선택되었을 때 0.1 V 단위로 종료 전압을 선택합니다.
[11.0V]…[15.0V]

 • 초기 설정 : [12.5V] 

[BATT STAT NEAR END] 거의 종료 퍼센트 값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충전 레벨 퍼센트가 감지되지 않을 때, 이는 [TYPE A]용으로 설정된 거의 종료 전압 값을
따릅니다.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 초기 설정 : [5%]

10% 단위로 잔여 충전이 디스플레이되는 배터리를 사용하면, 설정 값과 실제 거의 종료 경고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BATT STAT END] 종료 퍼센트 값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충전 레벨 퍼센트가 감지되지 않을 때, 이는 [TYPE A]용으로 설정된 종료 전압 값을
따릅니다.
[1%]…[10%]

 • 초기 설정 : [1%]

10% 단위로 배터리 충전 레벨을 디스플레이하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 종료는 [1%]와 [5%] 사이일 때 혹은
[6%]와 [10%] 사이일 때의 두 단계로만 결정됩니다.

[ENDURA STAT NEAR 
END]

거의 종료 퍼센트 값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충전 레벨 퍼센트가 감지되지 않을 때, 이는 [TYPE A]용으로 설정된 거의 종료 전압 값을
따릅니다.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 초기 설정 : [5%]

10% 단위로 잔여 충전이 디스플레이되는 배터리를 사용하면, 설정 값과 실제 거의 종료 경고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NDURA STAT END] 종료 퍼센트 값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충전 레벨 퍼센트가 감지되지 않을 때, 이는 [TYPE A]용으로 설정된 종료 전압 값을
따릅니다.

[1%]…[10%]
 • 초기 설정 : [1%]

10% 단위로 배터리 충전 레벨을 디스플레이하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 종료는 [1%]와 [5%] 사이일 때 혹은
[6%]와 [10%] 사이일 때의 두 단계로만 결정됩니다.

[CARD FUNCTIONS]

아이템 설정의 설명

[SCENE FILE]
[LOAD]:
[SAVE]:

[USER FILE]
[LOAD]:
[SAVE]:

[SD CARD PROPERTY] SD 메모리 카드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포맷 조건, 이용 가능한 공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AT SD CARD]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합니다.

씬 파일과 사용자 파일을 SD 메모리 카드로 읽기/쓰기와 관련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씬 파일을 로드하거나 SD 메모리 카드로 저장합니다.
씬 파일을 로드합니다.
씬 파일을 저장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사용자 파일을 로드하거나 SD 메모리 카드로 저장합니다.
사용자 파일을 로드합니다.
사용자 파일을 저장합니다.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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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FUNCTIONS]

내부 메모리에 사용자 파일의 읽기/쓰기, 초기화와 카메라 설정에 대한 설정을 하는 이 아이템을 구성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USER FILE]
[LOAD]:
[SAVE]:
[INITIALIZE]:

[ACCESS LED] P2 카드 액세스 LED의 점등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N]

[TALLY LAMP] Tally 램프 점등 조건을 설정합니다.
[FRONT]:  전면 Tally 램프를 켭니다.
[REAR]:  후면 Tally 램프를 켭니다.
[BOTH]:  전면과 후면 Tally 램프를 모두 켭니다.
[OFF]:  Tally 램프를 켜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FF]

[CLOCK SETTING] 내장 카렌다(날짜와 시간)와 시간 대역을 설정합니다.

[TIME ZONE] GMT로, -12:00에서 +13:00까지 30분 간격을 이용해서 설정합니다.(+12:45 이용 가능) 
시간 설정 후, [TIME ZONE] 설정값 변경시, 디스플레이되고 등록된 시간은 시간 차이를 가진 시간으로
전환됩니다.

[GL PHASE] HD(1080i, 720P) 모드에서, <GENLOCK IN> 터미널로 입력되는 시그널에 고정되는 페이스의 출력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HD SDI]: HD SDI 출력 시그널을 genlock 입력으로 고정합니다.
[COMPOSITE]: 다운 컨버트 컴포지트 출력 시그널(<MON OUT> 터미널의 시그널과 <SDI OUT/IN(OP)> 터미널의
480i, 576i 시그널)을 genlock 입력으로 고정합니다.

 • 초기 설정 : [HD SDI]

[H PHASE] 페이스가 <GENLOCK IN> 터미널로 입력되는 시그널로 고정될 때 수평 페이스를
조정합니다.
[−512]…[512]

 • 초기 설정 : [0]

[SEEK POS SEL] 재생이 멈췄을 때 <FF/     >/<     /REW> 버튼이 눌려지면 이동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모든 씬 파일(1에서 6)과 사용자 파일을 포함한 전체 설정 메뉴를 초기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CLIP]: 클립의 제일 위
[CLIP&TEXT MEMO]: 클립의 제일 위와 텍스트 메모 위치

 • 초기 설정 : [CLIP]

[MENU INITIALIZE]

[MAINTENANCE]

카메라의 유지 보수 검사를 실행하는 아이템들입니다. 이 메뉴는 카메라의 펌웨어 버젼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UPDATE]
가능합니다.)

[LENS ADJ] [F2.8 ADJ] 이 아이템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만, 조리개를 F2.8로 설정합니다.(렌즈가 F2.8이 되도록 조정)
[ON], [OFF]

 • 초기 설정 : [OFF] 

[F16 ADJ] 이 아이템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만, 조리개를 F16으로 설정합니다.(렌즈가 F16이 되도록 조정)
[ON], [OFF]

 • 초기 설정 : [OFF] 

[IRIS GAIN] 자동 포커스 렌즈가 장착되었을 때 카메라 혹은 렌즈에서 조리개 정정 콘트롤의 실행 여부를 설정합니다.
자동 포커스 렌즈가 장착되지 않았을 때, 선택된 아이템은 청색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설정할 수
없습니다.
[CAMERA]: 조리개 정정 콘트롤이 카메라에서 실행됩니다.
[LENS]: 조리개 정정 콘트롤이 렌즈에서 실행됩니다.

 • 초기 설정 : [CAMERA]

[IRIS GAIN VALUE] [IRIS GAIN] 조정값을 설정합니다. [CAMERA]가 [IRIS GAIN]에서 선택되면, 이 설정은 
이용 가능합니다.
자동 포커스 렌즈가 장착되지 않으면, 선택된 아이템은 청색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설정할 수 없습니다.

[1], [2], [3]
 • 초기 설정 : [2]

[IRIS ADJUST] 조리개를 강제로 설정합니다.

[F2.8], [F16]

[FB ADJUST]
자동 포커스 렌즈가 장착되면 조정할 수 없습니다.
[ON], [OFF]

 • 초기 설정 : [OFF] 

[WHITE SHADING] [SHADING SELECT] 화이트 셰이딩 보상 데이터를 설정합니다.

[LENS1], [LENS2], [LENS3], [OFF]
 • 초기 설정 : [OFF]

[NAME EDIT] 화이트 셰이딩 보상 데이터의 타이틀 편집(최대 ## 글자)

[EXECUTE] [SHADING SELECT]에서 선택된 데이터로 셰이딩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카메라 메모리에 사용자 파일을 로드/저장/초기화합니다.
사용자 파일을 로드합니다.
사용자 파일을 저장합니다.

사용자 파일을 초기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카메라 펌웨어의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SD 메모리 카드에 전용 업데이트 파일이 있을 때만

렌즈 플랜지 백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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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 ADJ] [CAC CONTROL] 색수차 보상 기능(CAC)이 가능/불가능합니다.
[ON]:  색수차를 보상합니다.
[OFF]:  색수차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초기 설정 : [ON] 

[CAC CARD READ]

[LIST/DELETE] 카메라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CAC 리스트를 보고 CAC 리스트에서 선택된 번호의 파일을 삭제하는 

[No1]…[No32]
 • 초기 설정 : [No1] 

[DIAGNOSTIC]

이 메뉴는 펌웨어 버젼, 제품 이름, 시리얼 번호, 카메라의 작동 시간을 디스플레이하는 데 사용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VERSION] 카메라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ODEL NAME]:  카메라의 제품 이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ERIAL NO.]:  카메라의 시리얼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AC ADDRESS]:  카메라의 MAC 어드레스를 디스플레이합니다.(Media Access Control 어드레스)
[UID]:  카메라의 유일한 ID를 디스플레이합니다.

[OPERATION] 카메라의 작동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SER MENU SEL]

Chapter 6 메뉴 작동 - 메뉴 리스트

[USER MENU]에 디스플레이되는 아이템을 구성합니다.

작업을 실행합니다.

SD 메모리 파일에서 CAC 파일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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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메뉴 작동 - [OPTION MENU] 리스트  

[OPTION MENU] 리스트

[AREA SELECT]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NTSC]: 일본이 아닌 NTSC 지역에서 선택합니다.

[NTSC (J)]:  일본에서 선택합니다.

[PAL]: PAL 지역에서 선택합니다.

[AWB PRE CONTROL]

화이트 밸런스 프리센셋 값 [3200K]에 대해 출력 디스플레이 혹은 출력값을 변경합니다.

아이템 설정의 설명

[R Gain] 프리셋 [3200K]의 Rch의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칼라는 Rch의 출력을 변경하여 Rch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B Gain] 프리셋 [3200K]의 Bch의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칼라는 Bch의 출력을 변경하여 Bch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G AXIS] 프리셋 [3200K]의 G 축의 출력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칼라는 Bch/Rch의 출력을 변경하여 G 축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00]…[400]

 • 초기 설정 : [0]

[CAM REMOTE ADJ.]

아이템 설정의 설명

[FOCUS ADJ.]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할 때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20]…[20]

 • 초기 설정 : [0]

[IRIS ADJ.]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할 때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20]…[20]

 • 초기 설정 : [0]

[ZOOM ADJ.]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할 때 줌을 조정합니다.
[−20]…[20]

 • 초기 설정 : [0]

[ENG SECURITY]

메뉴 스크린을 열고 닫을 때 제한을 둘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ON]:  [USER MENU]가 아닌 메뉴 아이템을 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릴리스하려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OFF]:  열고 닫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할 때 설정을 구성합니다.



Chapter 7 SmartUI 작동

LCD 디스플레이와 여러 개의 스위치의 인터페이스 구성을 설명합니다. 씬 파일 설정, 오디오 입력/출력 설정, 시간 코드 설정 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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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SmartUI 작동 - SmartUI 기본 작동  

SmartUI 기본 작동

SmartUI로 사용하는 버튼

HOLD COUNTER RESET MONITOR SEL

/REW STOP FF/ PLAY/PAUSE

CAM

AUDIO

SETUP

HOME

LIGHT

0

-10
-18
-20

-30

dB

TC NDF SLAVE P -REC

1 2

MEDIA
E F

BATT
E F

CH1

CH2

A 

SET

THUMBNAIL
KEY LOCK

TOP SHIFT

1

2

3

4

5

7

6

카메라가 켜지면 [HOME]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이전 시작에서의 [HOME] 스크린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1  <LIGHT> 버튼
SmartUI 백라이트를 켜고 끕니다. <KEY LOCK> 스위치의 상태와 상관없이 작동됩니다.

2 <CAM> 버튼
카메라 이미지와 관련된 설정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CAMERA] 스크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 스크린이 순서대로 변경됩니다.

3 <AUDIO> 버튼
오디오와 관련된 설정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AUDIO] 스크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 스크린이 순서대로 변경됩니다.

4 <SETUP> 버튼
시간 코드와 이미지 출력과 관련된 설정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SETUP] 스크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 스크린이 순서대로 변경됩니다.

5 <HOME> 버튼
 • 다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HOME]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 [HOME]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이 버튼을 눌러 스크린 아래의 상태 정보 디스플레이를 변경합니다.

 • <SHIFT> 버튼이 눌려 있을 때, <HOME> 버튼을 눌러 썸네일 스크린에서 선택된 클립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EXT MEMO] 스크린)

6 <KEY LOCK> 스위치
우측으로 밀어 SmartUI의 모든 버튼의 작동을 잠급니다. 좌측으로 밀어 잠금을 풉니다.
* 썸네일 작동 버튼도 잠깁니다.

7  <HOLD> 버튼, <COUNTER> 버튼, <RESET> 버튼, <MONITOR SEL> 버튼, <     /REW> 버튼, <STOP> 버튼, <FF/     > 버튼,
<PLAY/PAUSE> 버튼

 • [HOME]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각 버튼의 상하에 인쇄된 기능이 실행됩니다.

 • [CAMERA] 스크린, [AUDIO] 스크린, [SETUP]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인쇄된 기능 대신, SmartUI의 [   ]의 기능이 각 설정 스크린에 해당하는 상, 하 버튼에 할당됩니다. 
상세 내용은 “SmartUI 메뉴 리스트”(14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SmartUI 메뉴 아이템 초기화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USER FILE]에서 [INITIALIZE]를 선택하여, 사용자 파일 메뉴 설정을 초기 설정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MENU INITIALIZE]를 이용하여 사용자 파일 모두와 6개의 씬 파일을 초기 설정으로 복구합니다.

SmartUI로 구성된 아이템은 사용자 파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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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SmartUI 작동 - SmartUI 메뉴 구조  

SmartUI 메뉴 구조

CAM

AUDIO

SETUP

MONITOR SEL

CAM

AUDIO

SETUP

SHIFT

HOME

HOME
CAMERA

AUDIO

SETUP

CAM01 : STATUS
CAM02 : SCENE FILE

AUD01 : LEVEL
AUD02 : INPUT
AUD03 : MONI

TEXT MEMO TEX01 : CLIP INFO
TEX02 : TEXT MEMO1
TEX03 : TEXT MEMO2

SET01 : TC/UB
SET02 : MON/HDMI FORMAT
SET03 : MON/HDMI SETUP
SET04 :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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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SmartUI 작동 - SmartUI 메뉴 작동 개요  

SmartUI 메뉴 작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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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SmartUI 작동 - SmartUI 메뉴 리스트  

SmartUI 메뉴 리스트

[CAMERA] 스크린

[CAM01:STATUS]

상태 관련된 카메라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AMO1:STATUS 
CAC ACTIVE         VAR  3.2K

Z46
SPOT   F5.6

1/60.0
12dB

25PMF 64
5
6
7
8

1

3
2

4

1  색수차 보상 기능
색수차 보상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색수차 보상 기능을 지원하는 렌즈가 장착되었을 때만 디스플레이됩니다.
[CAC ACTIVE], [CAC ---]

2 포커스 콘트롤 정보
포커스 콘트롤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자동 포커스 호환 렌즈가 장착되었을 때만 디스플레이됩니다.
[MF** ], [AF ** ]
[99] - [00] 중 하나가 **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포커스 내의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짧아질 때, 수치가 줄어듭니다.

3 줌 위치
줌 위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Z00] – [Z99], [Z*** mm]

4 자동 조리개 설정, 조리개 F 값
자동 조리개 설정과 조리개 F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BACK], [SPOT], [F* .* ], [OPEN], [CLOSE], [NC]

5 화이트 밸런스 콘트롤 모드, 색 온도
화이트 밸런스 콘트롤 모드와 색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ATW], [ATW LOCK], [Ach], [Bch], [P3.2K], [P5.6K], [VAR*.*K]

6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P], [60i (50i)], [ ** :** PN], [** :60i (50i)]

7  셔터 값
셔터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 ], [***.*d]

8 Gain 상태
Gain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3dB] – [18dB]

[CAM02:SCENE FILE]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FILE] [F1]에서 [F6]

<STOP> 버튼
[READ]

         은 초기 설정입니다.

[AUDIO] 스크린

[AUD01:LEVEL]

 ■ 오디오 채널 1/2가 선택되었을 때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
오디오 채널 1의 오디오 볼륨값을 내립니다.

<STOP> 버튼
[+]
오디오 채널 1의 오디오 볼륨값을 올립니다.

<FF/     > 버튼
[−]
오디오 채널 2의 오디오 볼륨값을 내립니다.

<PLAY/PAUSE> 버튼
[+]
오디오 채널 2의 오디오 볼륨값을 올립니다.

씬 파일을 전환합니다.

오디오 채널 1/2와 오디오 채널 3/4용의 오디오 레벨을 구성합니다.

숫자를 선택하여 신 파일을 전환합니다.

선택된 씬 파일에 따라 작동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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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RESET> 버튼

[RST]
오디오 채널 1/2의 오디오 볼륨을 사용자 프리셋 값으로 리셋합니다.
이 버튼을 3초간 눌러 오디오 채널 1/2의 현재 오디오 볼륨 값을 사용자 프리셋 값으로 저장합니다.
사용자 프리셋 위치는 오디오 볼륨 디스플레이에 아래쪽 화살표 ↓로 표시됩니다.

<MONITOR SEL> 버튼

[CH3/4]
오디오 볼륨 설정 스크린을 오디오 채널 3과 4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이 작동은 오디오 채널 출력을 스피커, 이어폰, <AUDIO OUT> 터미널로 전환합니다.
[HOME] 스크린의 오디오 레벨 미터와 오디오 볼륨에 대한 디스플레이 채널도 전환됩니다.

 ■ 오디오 채널 3/4가 선택되었을 때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
오디오 채널 3의 오디오 볼륨값을 내립니다.

<STOP> 버튼 [+]
오디오 채널 3의 오디오 볼륨값을 올립니다.

<FF/     > 버튼 [−]
오디오 채널 4의 오디오 볼륨값을 내립니다.

<PLAY/PAUSE> 버튼 [+]
오디오 채널 4의 오디오 볼륨값을 올립니다.

<RESET> 버튼 [RST]
오디오 채널 3/4의 오디오 볼륨을 사용자 프리셋 값으로 리셋합니다.
이 버튼을 3초간 눌러 오디오 채널 3/4의 현재 오디오 볼륨 값을 사용자 프리셋 값으로 저장합니다.
사용자 프리셋 위치는 오디오 볼륨 디스플레이에 아래쪽 화살표 ↓로 표시됩니다.

<MONITOR SEL> 버튼 [CH1/2]
오디오 볼륨 설정 스크린을 오디오 채널 1과 2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이 작동은 오디오 채널 출력을 스피커, 이어폰, <AUDIO OUT> 터미널로 전환합니다.
[HOME] 스크린의 오디오 레벨 미터와 오디오 볼륨에 대한 디스플레이 채널도 전환됩니다.

[AUD02:INPUT]

오디오 입력 시그널을 선택하고 레코딩 조정 방법을 설정합니다.

 ■ 오디오 채널 1/2가 선택되었을 때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IN]
오디오 채널 1에 레코드되는 입력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FRONT]
<MIC IN> 터미널에 연결된 마이크로폰 입력 시그널을
레코드합니다.

[W.L.]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로부터의 입력 시그널을
레코드합니다.

[REAR]
<AUDIO IN CH1/3> 혹은 <AUDIO IN CH2/4> 터미널로 연결된
마이크로폰 혹은 오디오 디바이스로부터의 오디오 입력 시그널을
레코드합니다.

<STOP> 버튼

[LVL]
오디오 채널 1의 레코딩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AUTO]
자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MANU]
수동 조정이 가능합니다. 설정 콘텐츠는 [AUD01:LEVEL]과
동일합니다.

<FF/     > 버튼
[IN]
오디오 채널 2에 레코드되는 입력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설정 콘텐츠는 오디오 채널 1과 동일합니다.

<PLAY/PAUSE> 버튼
[LVL]
오디오 채널 2의 레코딩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정 콘텐츠는 오디오 채널 1과 동일합니다.

<MONITOR SEL> 버튼
[CH3/4]
오디오 입력 설정 스크린을 CH3/CH4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조정에서 전환하는 설정 콘텐츠는 [AUD01:LEVEL] 스크린과
동일합니다.

         는 초기 설정을 표시합니다.

 ■ 오디오 채널 3/4가 선택되었을 때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IN]
오디오 채널 3에 레코드되는 입력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설정 콘텐츠는 오디오 채널 1과 동일합니다.

<STOP> 버튼
[LVL]
오디오 채널 3의 레코딩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정 콘텐츠는 오디오 채널 1과 동일합니다.

<FF/     > 버튼
[IN]
오디오 채널 4에 레코드되는 입력 시그널을 선택합니다.

설정 콘텐츠는 오디오 채널 1과 동일합니다.

         는 초기 설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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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PLAY/PAUSE> 버튼
[LVL]
오디오 채널 4의 레코딩 레벨을 조정하는 방법을

설정 콘텐츠는 오디오 채널 1과 동일합니다.

<MONITOR SEL> 버튼
[CH1/2]
오디오 입력 설정 스크린을 CH1/CH2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조정에서 전환하는 설정 콘텐츠는 [AUD01:LEVEL] 스크린과
동일합니다.

         는 초기 설정을 표시합니다.

[AUD03:MONI]

스피커, <PHONES> 터미널, <AUDIO OUT> 터미널로 출력되는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 오디오 채널 1/2가 선택되었을 때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SEL1]
스피커, <PHONES> 터미널, <AUDIO OUT> 터미널로 출력되는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CH1]
오디오 채널 1에서 모노 출력.

[ST]
오디오 채널 1과 2에서 스테레오 출력.

[CH2]
오디오 채널 2에서 모노 출력.

<STOP> 버튼

[SEL2]
[ST]가 [SEL1]에서 선택되었을 때, 
스피커, <PHONES> 터미널, <AUDIO OUT> 터미널로 출력되는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ST]
오디오 채널 1과 2에서 스테레오 출력.

[MIX]
오디오 채널 1과 2에서 믹스되어 출력

<MONITOR SEL> 버튼
[CH3/4]
오디오 모니터 설정 스크린을 CH3/CH4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조정에서 전환하는 설정 콘텐츠는 [AUD01:LEVEL] 스크린과
동일합니다.

         은 초기 설정입니다.

 ■ 오디오 채널 3/4가 선택되었을 때

<     /REW> 버튼

[SEL1]
스피커, <PHONES> 터미널, <AUDIO OUT> 터미널로 출력되는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CH3]
오디오 채널 3에서 모노 출력.

[ST]
오디오 채널 3과 4에서 스테레오 출력.

[CH4]
오디오 채널 4에서 모노 출력.

<STOP> 버튼

[SEL2]
[ST]가 [SEL1]에서 선택되었을 때, 
스피커, <PHONES> 터미널, <AUDIO OUT> 터미널로 출력되는
오디오를 선택합니다.

[ST]
오디오 채널 3과 4에서 스테레오 출력.

[MIX]
오디오 채널 3과 4에서 믹스되어 출력

<MONITOR SEL> 버튼
[CH1/2]
오디오 모니터 설정 스크린을 CH1/CH2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조정에서 전환하는 설정 콘텐츠는 [AUD01:LEVEL] 스크린과
동일합니다.

         는 초기 설정을 표시합니다.

[SETUP] 스크린

[SET01:TC/UB]

시간 코드 혹은 사용자 비트를 설정합니다.

[UB]가 아닌 아이템이 [HOME] 스크린의 카운터 디스플레이로 선택되면, 시간 코드 설정 스크린이 나타나고, [HOME] 스크린에서 [UB]가 선택되면, 
사용자 비트 설정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 시간 코드 설정 스크린

 • 시간 코드를 설정하려면, <     /REW> 버튼을 눌러 시간 코드 설정 모드를 변경합니다.

 • 시간 코드의 각 자리의 설정값은 [0]에서 [9]입니다.(10진법)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TCG]
시간 코드 설정 모드를 시작하고 빠져 나옵니다.

 • 시간 코드 설정은 설정 모드에서 빠져 나오면 적용됩니다.

<     /REW> 버튼이 눌려지면, [SET]이 흑백 반전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시간 코드 설정 모드가 설정됩니다.
<     /REW> 버튼이 다시 눌려지면, [SET]은 정상 디스플레이로
돌아가고, 시간 코드 설정 모드에서 나옵니다.

         은 초기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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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STOP> 버튼

[TC_MD]
내장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에 대해 어드밴스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F-RUN]
이 기능을 이용하여 시간 코드를 P2 카드 레코딩 작동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이 위치를 시간 코드로 현재 
시간으로 시간 코드를 설정하거나 외부 시간 코드로 
고정합니다.

[R-RUN]
이 기능을 이용하여 레코딩 도중에만 시간 코드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으로 레코드된 시간 코드는 계속해서 
레코드됩니다.

 • 클립이 삭제되거나 프레임 레이트가 [24P]로 설정되고 레코딩이
[24P]가 아닌 프레임으로 계속되면, 연속 레코딩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FF/     > 버튼
[−]
시간 코드의 선택된 자리의 설정값을 내립니다.

<PLAY/PAUSE> 버튼
[+]
시간 코드의 선택된 자리의 설정값을 올립니다.

<COUNTER> 버튼
[TC/UB]
사용자 비트 설정 스크린으로 전환합니다.

<RESET> 버튼
[RST]
모든 시간 코드 설정값을 0으로 리셋합니다.

<MONITOR SEL> 버튼
[→]
시간 코드의 선택된 자리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선택된 자리가 우측 가장자리까지 이동하면, 좌측 가장자리로 
다시 이동합니다.

         은 초기 설정입니다.

 ■ 사용자 비트 설정 스크린

 • 사용자 비트를 설정하려면, <     /REW> 버튼을 눌러 사용자 비트 설정 모드를 변경합니다.

 • 사용자 비트의 각 자리의 설정값은 [0]에서 [F]입니다.(16진법)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UBG]
사용자 비트 설정 모드를 시작하고 빠져 나옵니다.

 • 사용자 비트 설정은 설정 모드에서 빠져 나오면 적용됩니다.

<     /REW> 버튼이 눌려지면, [SET]이 흑백 반전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사용자 비트 설정 모드가 설정됩니다.
<     /REW> 버튼이 다시 눌려지면, [SET]은 정상 디스플레이로
돌아가고, 사용자 비트 설정 모드에서 나옵니다.

<STOP> 버튼
[TC_MD]
내장 시간 코드 제너레이터에 대해 어드밴스 설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설정 콘텐츠는 [TCG]가 선택되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FF/     > 버튼
[−]
사용자 비트의 선택된 자리의 설정값을 내립니다.

<PLAY/PAUSE> 버튼
[+]
사용자 비트의 선택된 자리의 설정값을 올립니다.

<COUNTER>
[TC/UB]
시간 코드 설정 스크린으로 전환합니다.

<RESET> 버튼
[RST]
모든 사용자 비트 설정값을 0으로 리셋합니다.

<MONITOR SEL> 버튼
[→]
사용자 비트의 선택된 자리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선택된 자리가 우측 가장자리까지 이동하면, 좌측 가장자리로 
다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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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02:MON/HDMI FORMAT]

<MON OUT>과 <HDMI> 터미널로부터의 비디오 출력 포맷을 설정합니다.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MON]
<MON OUT>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시그널 포맷 형태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으로, <HDMI>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시그널 포맷도
전환됩니다.

[AUTO]  (HDMI: [1080i/720P]) 
HD 모드에서만 디스플레이됩니다.
메인 메뉴 → [SYSTEM MODE] → [LINE&FREQ] 설정에 따라
SDI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 [LINE&FREQ] 설정에 따라 1080i 혹은 720P 시그널도
<HDMI> 터미널에서 출력됩니다.

 • [1080-23.98PsF]에 대해, 1080/59.94i로 풀다운한 시그널이
<MON OUT>과 <HDMI> 터미널 양쪽에서 출력됩니다.

[480i] 혹은 [576i] (HDMI: [480P] 혹은 [576P])
HD 모드에서만 디스플레이됩니다.
480i 혹은 576i의 SDI 시그널이 출력됩니다.

 • 480P 혹은 576P 시그널이 <HDMI> 터미널로부터 출력됩니다.

[SDI] (HDMI: [480P] 혹은 [576P])
SD 모드에서만 디스플레이됩니다.
메인 메뉴 → [SYSTEM MODE] → [LINE&FREQ] 설정에 따라
480i 혹은 576i에 대한 SDI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 480P 혹은 576P 시그널은 <HDMI> 터미널로부터 출력됩니다.

[VBS] (HDMI: [480P] 혹은 [576P])
컴포지트 비디오 시그널이 출력됩니다.

 • 480P 혹은 576P 시그널이 <HDMI> 터미널로부터 출력됩니다.

<STOP> 버튼

[D.CON]
HD 모드에서 다운 컨버젼 출력 시그널에 대한 화면 비율을
설정합니다. 이 아이템은 SD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CROP]
측면 잘단 모드(좌측과 우측 가장자리를 잘라냅니다.)

[L.BOX]
레터박스 모드(이미지의 상단과 하단에 검은 밴드를 
추가합니다.)

[SQU]
스퀴즈 모드(이미지를 수평으로 압축합니다.)

         는 초기 설정값을 표시합니다.

[SET03:MON/HDMI SETUP]

<MON OUT> 터미널과 <HDMI> 터미널의 출력 설정을 설정합니다.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     /REW> 버튼
[OUT]
<MON OUT> 터미널에서 출력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 [OFF]

<STOP> 버튼

[CHR]

출력에 이중 인화할지를 지정합니다.

[ON] , [OFF]

이 설정은 리모트 콘트롤 유닛(AG-EC4G)가 연결되었을 때 이용 불가능하고 리모트 콘트롤 유닛 혹은 확장 콘트롤 유닛의 

글자를 <MON OUT>, <HDMI>, <REMOTE> 터미널로부터의

설정은 대체됩니다.

<FF/     > 버튼

[ZBR]

출력에 이중 인화할지를 지정합니다.
 • 이 설정은 뷰 파인더의 설정 메뉴가 열려 있을 때 이용할 수

[ON], [OFF]

         는 초기 설정값을 표시합니다.

[SET04:LCD]

SmartUI의 디스플레이 설정을 설정합니다.

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FF/     > 버튼
[−]
선택된 아이템의 설정값을 내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설정값이 연속으로 내려갑니다.

<PLAY/PAUSE> 버튼
[+]
선택된 아이템의 설정값을 올립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설정값이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RESET> 버튼
[RST]
선택된 아이템의 설정값을 초기 설정값으로 리셋합니다.

         는 초기 설정값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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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튼 디테일 설정과 설정값

<MONITOR SEL> 버튼

[→]
아이템 선택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아이템 선택이 우측 가장자리까지 이동하면, 좌측 가장자리로 다시 이동합니다.

[BACK LIGHT]
SmartUI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1]… [3]…[5]

[CONTRAST]
SmartUI의 콘트라스트를 설정합니다.

 • SmartUI 스크린은 설정값에 따라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HOME> 버튼을 눌러 [HOME] 스크린으로 돌아가고 
<LIGHT>와 <RESET> 버튼을 누릅니다.
[CONTRAST]의 설정값이 초기 설정으로
리셋 됩니다.

[0]…[33]…[63]

         는 초기 설정값입니다.

[TEXT MEMO] 스크린

[TEX01:CLIP INFO]

썸네일에서 선택된 클립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EX01:CLIP INFO  
CLIP DATA DISP:

P2

0000000000000000000
2014-JAN-31

(GMT +00:00)
SCENE NO. 
TAKE NO. 

: 0000000000

00:00:00

: 0000000000

1

3

2

4

1  디테일 디스플레이
클립의 콘텐츠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썸네일 스크린 디스플레이 설정”(103 페이지)###의 [DATE FORMAT]을 참조합니다. 

2 레코딩 날짜와 시간
선택된 클립이 레코드될 때 날짜와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 씬 번호
클립의 SCENE NO.를 디스플레이합니다.

4 테이크 번호
클립의 TAKE NO.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EX02:MEMO1]

썸네일에서 선택된 클립의 [START TEXT MEMO]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EX03:MEMO2]

Chapter 7 SmartUI 작동 - SmartUI 메뉴 리스트



Chapter 8 디스플레이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의 상세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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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디스플레이 -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뷰 파인더는 비디오 분만 아니라 카메라 설정과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메시지, 센터 마커, 세이프티 존 마커, 제브라 패턴, 기타 정보도 
디스플레이합니다.

정상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스크린은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됩니다.

T C G 12 : 34 : 56 : 28 P - 1 5 9 9 min
2 1 9 9 min

STD F 5 . 6 +9 9 Z 9 9 . 9 mmCH1
3 6 d B M F 9 9 . 9 f t

. V

CH2

스크린의 디스플레이 아이템 선택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되는 아이템을 선택하려면, 메인 메뉴 → [DISPLAY SETUP]에서 각각 아이템의 형태의 [ON]/[OFF]를 전환합니다.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11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T C G 12 : 34 : 56 : 28 P -
1 - C L I

RE C
P

H.SENS.
SIMUL

1 5 9 9 min
2 1 9 9 min

N D 1

N D : O F FU 2 : S HO T M A R K

2 0 0 0 / 1 STD F 5 . 6 +9 9 Z 9 9 . 9 mmCH1

L T . B O X

D 1 0 X

1 0 9% B 1 9 4 2 5 KD E C 3 1 2 0 3 7 2 3 : 5 9 : 5 9 3 6 d B M F 9 9 . 9 f t

1 0 8 0 - 2 3 . 9 8 P s F
A V C - I 1 0 0

1 2 3 min

P 2 & S D

NECS E 1

BBA NG

BWA NG

. V

CH2

SD
PROXY

S D I

S T RM
WL A N
R EMO T E

F B C
C A C

COM

D R S

2 4 P N
1
2
3
4
5
6
7
8

12
11

9
10

13
14

16
21

24

25
26

29

31
32
33
34

353639 38

15 17
18 20

23
22

19

27
28

30

40 37

1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
<COUNT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데이터(혹은 디스플레이 없음)로 전환합니다.

 • Counter: 카운터 값

 • [CLIP]: 클립 카운터 값(레코딩 모드만)

각 레코딩에 대한 클립 카운터 값

[CLIP]이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REC COUNTER]에서 설정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TCG]: 시간 코드 값

Drop 프레임 모드에서 작동할 때, 초와 프레임 사이의 “ : ”(콜론) 마크가 “ .”(마침표)로 변경됩니다.

재생 도중, [TCR]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스크린의 상태 디스플레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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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G]: 사용자 비트 값

재생 도중, [UBR]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VUBG]: VITC의 사용자 비트 값

재생 도중, [VUBR]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HOLD]: <COUNTER> 버튼으로 전환이 금지될 때 반짝입니다.

참 조

 • 카운터 값의 디스플레이 상태는 전원이 꺼져도 유지됩니다.
 • [TCG]와 [UBG]에 대해, <TC IN/OUT> 터미널로부터의 입력 시그널에 고정되어 있다면, [TCG]와 [UBG]는 아웃라인이 있는 흰 글자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24PN으로 재생 도중 시간 코드는 30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디스플레이됩니다.

2 프레임 레이트 디스플레이
레코딩/재생 프레임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3 프록시 정보 디스플레이
프록시 레코딩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PROXY P2]/[PROXY P2&SD]: 프록시 레코딩이 시작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PROXY ERR]: 프록시 레코딩에 에러가 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4 SD 메모리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 [WP]: 쓰기 방지

 • [END]: 잔여 여유 공간 없음

 • [WR ERR]: 쓰기 에러

 • [SD ***min]: 잔여 여유 공간이 프록시가 SD 메모리 카드로 레코드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정상 모드에서만 디스플레이됩니다.)
잔여 공간이 1분 이하일 때 반짝입니다. [-- min]이 SD 메모리 카드가 없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5 시스템 모드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작동하는 모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1080 -59.94i/P]

 • [1080 -59.94i]

 • [1080 -50i/P]

 • [1080 -50i]

 • [1080 -23.98PsF]

 • [720-59.94P]

 • [720-50P]

 • [480-59.94i]

 • [576-50i]

6 레코딩 포맷 디스플레이
레코딩 방법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AVC- I100]

 • [AVC- I50]

 • [AVC-G50]

 • [AVC-G25]

 • [AVC-G12]

 • [DVCPRO HD]

 • [DVCPRO50]

 • [DVCPRO]

 • [DV]

7  레터박스 레코딩 디스플레이
레코딩 포맷이 480i/576i이고 [LETTER BOX]가 메인 메뉴 → [SYSTEM MODE] → [ASPECT CONV]에서 설정되었을 때 화이트 레터박스
레코딩이 실행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8 스트리밍 모드 상태 디스플레이
스트리밍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쪽으로 밀었을 때만 디스플레이됩니다.

 • [STREAM]: 스트리밍 모드가 설정되고 가능할 때

 • [STRM          ]: 스트리밍 모드가 설정되었지만 다른 설정 조건 때문에 작동할 수 없을 때

 • 디스플레이 없음: 스트리밍 모드가 설정되지 않았을 때

9 네트워크 모드 상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기능의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었을 때만 디스플레이됩니다.

 • [WLAN]: 무선 LAN이 연결되었을 때(연결 상태)

 • [WLAN    ]: 무선 LAN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연결 안된 상태)

 • [WLAN          ]: 무선 LAN 연결에 문제가 있을 때

 • [LAN]: 유선 LAN이 연결되었을 때(연결 상태)

 • [LAN    ]: 유선 LAN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연결 안된 상태) 혹은 문제가 있을 때

 • [3G/4G]: 4G/LTE 연결 도중

 • [3G/4G    ]: 4G/LTE 연결이 설정되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을 때

 • [3G/4G          ]: 4G/LTE 연결이 설정되었지만 4G/LTE USB 모뎀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 디스플레이 없음: 네트워크 기능이 이용 불가일 때

Chapter 8 디스플레이 -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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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모트 콘트롤 모드 디스플레이
리모트 콘트롤 모드가 설정되면 디스플레이됩니다.

11  USER 버튼 정보 디스플레이
##USER 버튼이 눌려지면, “USER 버튼 이름 : 할당된 기능 이름”이 3초간 디스플레이됩니다.
USER 버튼 이름은 [U1] 에서 [U8]로 표시됩니다.

12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뷰 파인더의 좌측 하단에 아래의 아이템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비디오의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숫자값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화이트 바 :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 녹색 라인 : 피크 디스플레이

13  날짜와 시간 디스플레이
“mmm dd yyyy hh:mm:ss”의 순서로 디스플레이됩니다.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DATE/TIME]의 설정에 따라 디스플레이/숨김 상태가 달라집니다.

 • mmm: 월(JAN (January), FEB (February), MAR (March), APR (April), MAY (May), JUN (June), JUL (July), AUG (August), SEP (September), 
OCT (October), NOV (November), DEC (December))

 • dd: 날짜

 • yyyy: 연도(2000 - 2037년)

 • hh: 시

 • mm: 분

 • ss: 초

14  오디오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
[LEVEL METER]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눌러 오디오 출력 채널 1/2와 3/4의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 사이를 
전환합니다.
우측 가장자리의 피크 디스플레이는 피크 오버 도중 적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표준 레벨 디스플레이는 메인 메뉴 → [AUDIO SETUP] → [RECORDING CH SETTING] → [HEADROOM] 설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됩니다.

 • [20dB]로 설정시

CH1
-20dB 0dB

CH2

 • [18dB]로 설정시

CH1
-18dB 0dB

CH2

15  디지털 줌 디스플레이
디지털 줌 비율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D2x] : 2배

 • [D5x] : 5배

 • [D10x] : 10배

16  Y GET 밝기 디스플레이
Y GET 모드에서, 스크린의 센터 근처에 디스플레이된 프레임의 이미지 레벨은 0%에서 109%로 디스플레이됩니다.

17  

[ND-]이 디스플레이되면, <ND FILTER> 다이얼이 <1>에서 <4> 외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ND FILTER> 다이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18  셔터 속도 디스플레이
셔터 속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ynchro 스캔이 실행되면, 디스플레이는 메인 메뉴 → [SCENE FILE] → 
[SYNC SCAN TYPE](시간 혹은 오픈 각도 이미지)에서 설정된 콘텐트를 보여줍니다.

19  <WHITE BAL> 스위치 위치 디스플레이
현재 선택된 위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또한,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프리셋되었을 때 화이트 밸런스 작동이 표시됩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자동 트래킹을 갖춘 화이트 밸런스) 모드에서, [ATW]가 표시되고,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고정되면, [LOCK]이 표시됩니다.

20 자동 조리개 콘트롤 디스플레이
 • [SPOT]: 스폿 라이팅을 위한 자동 조리개 콘트롤

 • [BACK]: 백라이트 보상을 위한 자동 조리개 콘트롤

작동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렌즈 조리개가 수동으로 설정되었을 때도 디스플레이됩니다.

21  Gain 디스플레이

자동 gain 콘트롤이 활성화될 때 [AGC]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2 조리개 디스플레이
F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렌즈 커넥터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NC]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3 줌 위치 디스플레이
[Z000](최대 광각)에서 [Z999](최대 망원)으로 줌 위치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ZOOM/FOCUS]에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변경합니다.

Chapter 8 디스플레이 -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선택된 ND 필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구성된 이미지 앰플리파이어의 gain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ND 필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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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포커스 콘트롤 정보 디스플레이
[99]에서 [00]으로 포커스 콘트롤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자동 포커스는 [AF]가 표시되고, 수동 포커스는 [MF]가 표시됩니다.
[MF ASSIST]가 수동 포커스 모드일 때 메인 메뉴 → [SW MODE]에서 [ON]으로 설정되었으면, [MA]가 표시됩니다.

줌 위치에 따라, 피사체는 매크로 레인지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줌 위치에 따라 매크로 레인지의 가장 낮은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유닛은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ZOOM/FOCUS]에서
피트 혹은 미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촬영이 실행되는 동안, [AF] 혹은 [MF]가 흑백 반전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25 

26 
27  자동 화이트 밸런스 이상 디스플레이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모드 확인 도중 이상일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28 자동 블랙 밸런스 이상 디스플레이
자동 블랙 밸런스가 모드 확인 도중 이상일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29 프로세스 조정 모드 디스플레이
[COM*]: 프로세스 조정 모드 도중 디스플레이됩니다.
[COM]: 프로세스 조정 모드가 전원이 꺼질 때까지 이용 불가능일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30 색수차 보상 기능 디스플레이
[CAC]: 색수차 보상 기능이 작동 중일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31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 디스플레이

32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 디스플레이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이 작동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33 

34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
 • [**.*V]: 배터리 충전 레벨을 0.1 V 단위로 디스플레이합니다. 
 • [***%]: 충전 레벨 정보를 %로 배터리의 충전 레벨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EMP]: 충전 레벨 정보를 가진 배터리에 충전 레벨이 없을 때 혹은 레벨이 설정값에 거의 종료 혹은 그 아래일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 [MAX]: 충전 레벨 정보를 가진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35 P2 카드 잔여 여유 공간
 •
반짝입니다.

 • [***min]: 각 슬롯의 미디어의 잔여 공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거의 종료일 때, 반짝입니다. 600 분 이상은 시간을 표시하고
0에서 599는 분을 표시합니다.

 • 디스플레이 없음: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을 때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END]: 각 카드에 남아 있는 공간이 없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WP]: P2 카드가 쓰기 방지 되어 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ERR]: 포맷 에러 혹은 인증 에러의 경우 디스플레이됩니다.

 • [LOOP ***min]: 루프 레코딩 모드가 설정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루프 레코딩이 불가능할 때, 예를 들어, P2 카드에 더 이상의 여유 공간이 없을 때
[LOOP]가 반짝입니다. 모드 확인 도중, 두번째 라인이 루프 레코딩의 표준 레코딩 시간을 디스플레이합니다.

36 동시 레코딩 모드 디스플레이
 • [SIMUL]: 동시 레코딩이 설정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동시 레코딩이 실행되지 않을 때, [SIMUL] 표시가 대각선 라인에
디스플레이됩니다.

37  고감도 모드 디스플레이
[HIGH SENS.]가 메인 메뉴 → [SYSTEM MODE] → [SHOOTING MODE]에서 설정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38 원클립 레코딩 모드 상태 디스플레이
 • [1-CLIP]: 새 클립이 원클립 레코딩으로 레코딩되는 상태

 • [1*CLIP]: 레코딩이 기존 클립을 원클립 레코딩으로 조합하여 실행될 수 있는 상태

39 레코딩/재생 작동 상태 디스플레이
 • [REC]*  : 레코딩1

 • 디스플레이 없음: 레코딩 대기

 • [    ]: 재생 멈춤

 • [    ]: 재생

 • [       ]([      ]): Frame-by-frame 재생(frame-by-frame 되감기)

 • [     ]([     ]): 빨리 감기/빨리 감기 재생(빨리 되감기/빨리 되감기 재생)

 • [CLIP      ]([CLIP      ]): 클립 감기(클립 되감기), 클립으로 큐업

 • [CLIP&T     ]([CLIP&T      ]): 클립과 텍스트 메모로 큐업([CLIP&TEXT MEMO]가 메인 메뉴 → [OTHER FUNCTIONS] → [SEEK POS SEL]에서
설정되었을 때)

 • [START]*  : 새 클립의 레코딩이 원클립 레코딩에서 시작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1

 • [END]*  : 클립의 조합이 원클립 레코딩에서 끝났을 대 디스플레이됩니다.1

 • 2[L-]*  : 루프 레코딩

 • 2[I-]*  : 인터벌 레코딩, 원샷 레코딩

 • 2[P-]*  : 프리 레코딩

*1  디스플레이가 [OFF]에 설정되어도[REC], [START], [END]느 ㄴ디스플레이됩니다. 또한, 프리 레코딩, 루프 레코딩, 인터벌 레코딩, 원샷 레코딩이 설정되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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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피사체까지 거리 : 무한대)에서 [00](피사체까지 거리 : 약 5Cm)

현재 촬영 조건에 대해 권장된 ND 필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이 활성화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씬 파일 이름 [F1:]에서 [F6:]를 표시합니다.

권장 ND 필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경고, 알림 디스플레이 영역(194, 195 페이지)

씬 파일 이름 디스플레이

이 숫자는 슬롯 번호입니다. 슬롯 번호가 레코딩 데스티네이션일 때 슬롯 번호는 흑백 반전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카드가 인식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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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VAL], [ONE SHOT], [LOOP]가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RECORDING]에서 설정되었을 때 혹은 메인 메뉴 → [RECORDING SETUP] →

[PRE REC]에서 [ON]이 설정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40 HD SDI REMOTE 레코딩 상태와 4G/LTE 연결 상태
<SD OUT/IN(OP)> 터미널로 연결된 외부 디바이스에 대한  레코딩이 시작 혹은 정지되었는지 콘트롤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ON]이 메인 메뉴 → [IN/OUT SEL] → [HD SDI REMOTE]에서 설정되었을 때, 상태는 메인 메뉴 → [DISPLAY SETUP]의 설정과 상관없이 항상
디스플레이됩니다.

 • [SDI●]: 레코딩이 외부 디바이스에 지시된 상태 

 • [SDI   ]: 레코딩 정지가 외부 디바이스에 지시된 상태

4G/LTE 연결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4G/LTE 연결에서 디스플레이합니다. 6 레벨로 시그널 수신의 강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수직 바의 숫자로 무선파 강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4G/LTE의 설정이 불가능할 때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4G/LTE    ]: 4G/LTE 연결 도중

 • ##[4G/LTE       ]: 4G/LTE에 연결되지 않았을 때

 • ##[4G/LTE       ]: 4G/LTE 연결에 문제가 있을 때

참 조

 • 지원되는 USB 모뎀에 따라, 시그널 강도를 표시하는 수직 바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상태 디스플레이

아래의 정보는 가운데 정보 디스플레이 영역에 표시됩니다.

[ABB]: 자동 블랙 밸런스 작동이 활성화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ATW ACTIVE]: 자동 트래킹 화이트 밸런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AUTO W/B BAL> 스위치를 <AWB> 쪽으로 밀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ATW]/[ATW LOCK]: [ATW]가 할당되었으면 <WHITE BAL> 스위치가 <B>로 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AWB]: 자동 화이트 밸런스 작동이 활성화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AWB P3200K]/[AWB P5600K]: <WHITE BAL> 스위치가 <PRST> 위치에 있을 때, <PRST>에 할당된 색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스위치를 <PRST> 위치에 
두고 자동 화이트 밸런스를 실행하려할 때에도 디스플레이됩니다.

[BACK LIGHT]: 조리개 콘트롤을 위해 [BACKLIGHT]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고 상태를 전환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GAIN**dB]: Gain이 전환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IRIS:MANUAL]/[IRIS:AUTO]: 조리개 작동을 전환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SHUTTER 1/****]/[SHUTTER OFF]: 셔터 속도를 전환할 대 디스플레이됩니다.

[SPOT LIGHT]: 조리개 콘트롤을 위해 [SPOTLIGHT]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고 상태를 전환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촬영 상태 확인과 디스플레이

모드 확인 [STATUS] 스크린은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모드 확인 도중, 촬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숨겨진 아이템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아이템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모드 확인에 대한 상세 내용은
“## 모드 확인 디스플레이”(15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리스트는 [STATUS] 스크린에서 각 아이템의 디스플레이/숨김 상태를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숨김 상태는 <DISP/MODE CHK> 스위치 설정과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OTHER DISPLAY]의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 “√ ”는 디스플레이를, “-”는 숨김을 표시합니다.

 • 각 아이템에 대한 [ON]/[OFF]는 메인 메뉴 → [DISPLAY SETUP] → [DISPLAY SETTING]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 아이템 촬영 재생
<DISP/

MODE CHK>: 
<CHK>

<DISP/MODE 
CHK>: <OFF>

<DISP/MODE CHK>: <ON>

[OTHER DISPLAY]

[ALL] [PARTIAL] [USER]

1 시간 코드 디스플레이 √ √ —* 1 —* 1 —* 1 —* 1 —* 1

2 프레임 레이트 디스플레이 √ √ √ — √ √ √

3 프록시 정보 디스플레이 √ — √ —* 2 —* 1 —* 1 √

4 SD 메모리 카드 상태 디스플레이 √ — √ —* 2 √ √ √

5 시스템 모드 디스플레이 √ √ √ — √ — √

6 레코딩 포맷 디스플레이 √ √ √ — √ — √

7 레터박스 레코딩 디스플레이 √ — √ — √ — √

8 스트리밍 모드 상태 디스플레이 √ — √ — — — —

9 네트워크 모드 상태 디스플레이 √ — √ — — — —

10 리모트 콘트롤 모드 디스플레이 √ — √ — √ — √

11 USER 버튼 정보 디스플레이 √ — —* 1 —* 1 —* 1 —* 1 —* 1

12 포커스 바 디스플레이 √ — —* 1 —* 1 —* 1 —* 1 —* 1

13 날짜와 시간 디스플레이 √ — √ — —* 1 —* 1 —* 1

14 오디오 레벨 미터 디스플레이 √ √ √ — —* 1 —* 1 —* 1

15 디지털 줌 디스플레이 √ — √ — √ √ √

16 Y GET 밝기 디스플레이 √ — √ — √ √ √

17 √ — √ — √ — √

18 셔터 속도 디스플레이 √ — √ — √ √ √

19 <WHITE BAL> 스위치 위치 디스플레이 √ — √ — √ √ √

20 자동 조리개 콘트롤 디스플레이 √ — √ — √ √ √

21 Gain 디스플레이 √ — √ — √ √ √

22 조리개 디스플레이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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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필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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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아이템 촬영 재생
<DISP/

MODE CHK>: 
<CHK>

<DISP/MODE 
CHK>: <OFF>

<DISP/MODE CHK>: <ON>

[OTHER DISPLAY]

[ALL] [PARTIAL] [USER]

23 줌 포지션 디스플레이 √ — √ — —* 1 —* 1 —* 1

24 포커스 콘트롤 정보 디스플레이 √ — √ — —* 1 —* 1 —* 1

25 √ — √ — √ — √

26
영역

√ √ √ √ √ √ √

27
자동 화이트 밸런스 이상
디스플레이

√ — √ — — — —

28
자동 블랙 밸런스 이상
디스플레이

√ — √ — — — —

29 프로세스 조정 모드 디스플레이 √ √ √ — — — —

30
색수차 보정 기능
디스플레이

## ## ## ## ## ## ##

31
플래쉬 밴드 보상 기능
디스플레이

√ — √ — √ √ √

32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
디스플레이

√ — √ — √ √ √

33 √ — √ — √ — √

34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 √ √ √ —* 2 —* 1 —* 1 —* 1

35 P2 카드 잔여 여유 공간 √ √ √ —* 2 —* 1 —* 1 —* 1

36 동시 레코딩 모드 디스플레이 √ — √ — √ — √

37 고감도 모드 디스플레이 √ — √ — √ √ √

38 원클립 레코딩 모드 상태 디스플레이 √ — √ — √ √ √

39
레코딩/재생 작업 상태
디스플레이

√ √ √ —* 3 √ √ √

40
HD SDI REMOTE 레코딩 상태와
4G/LTE 연결 상태 디스플레이

√* 4 — √* 4 — √* 4 √* 4 √* 4

*1  다른 설정에 따라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2 잔여 용량이 적어지면 디스플레이됩니다.

*3 촬영 도중 디스플레이됩니다.

*4 [HD SDI REMOTE]가 설정되거나 4G/LTE 연결이 설정되면 항상 디스플레이됩니다.

## 모드 확인 디스플레이

[STATUS] 스크린 디스플레이 → [FUNCTION] 스크린 디스플레이 → [AUDIO] 스크린 디스플레이 → [USER SW] 스크린 디스플레이 → [META INFO] 

스크린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없음

이동합니다.

[FUNCTION] 스크린

비디오 출력 상태와 레코딩 미디어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DI OUT] — <SDI OUT/IN(OP)>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시그널의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TYPE]
[HD-SDI]/[SD-SDI]로 <SDI OUT/IN(OP)> 터미널에서 출력되는 시그널의 포맷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HAR]
메인 메뉴 → [IN/OUT SEL] → [SDI OUT CHAR]에서 선택된 글자의 이중 인화를
[ON]/[OFF]로 디스플레이합니다.

[P2CARD STATUS]

—

카드 슬롯에 삽입된 P2 카드의 상태, 잔여 용량, 전체 사용한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디스플레이되는 카드의 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ACTIVE]/[ACCESSING]/[INFO READING]/[FULL]/[PROTECTED]/[NOT SUPPORTED]/
[FORMAT ERROR]/[AUTH NG]/[REC IMPOSSIBLE]/[NO CARD]
상세 내용은 “P2 카드 액세스 LED와 P2 카드의 상태”(4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TOTAL P2/mP2]
슬롯 1과 2와 레코딩 미디어([P2] 혹은 [mP2])를 합친 잔여 용량/전체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LOT1] 슬롯 1의 P2 카드의 상태와 잔여 용량/전체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LOT2] 슬롯 2의 P2 카드의 상태와 잔여 용량/전체 용량을 디스플레이합니다.

[PROXY]
[MEDIA]

프록시 레코딩용 미디어 선택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P2]/[P2&SD]/[OFF]

[MODE]
프록시 레코딩 모드용 설정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AVC-G6 2CH MOV]/[SHQ 2CH MOV]/[HQ 2CH MOV]/[LOW 2CH MOV]

[PROXY ERROR] 프록시 모듈에서 작동 에러를 디스플레이합니다.

[NETWORK] [NETWORK] 사용하는 네트워크과 그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hapter 8 디스플레이 -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권장 ND 필터 디스플레이

카메라 경고, 알림 디스플레이

씬 파일 이름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 때마다, 다섯 개의 스크린이 전환됩니다.

카메라 설정과 상태는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각 스크린은 약 5초간 디스플레이됩니다.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면 다음 스크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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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스크린

각 레코딩 채널의 오디오 설정과 선택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AUDIO] [SAMPLE RES] 오디오 레코딩 비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INT MIC]

메인 메뉴 → [AUDIO SETUP] → [INPUT SETTING]에서 설정된 내장 마이크로폰의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STEREO]: 2ch 스테레오 마이크로폰으로 전면의 두 방향에서 오디오를
레코드합니다.

 • [MONO]: 이 모드는 샷건 마이크로폰과 같이 전방 직접성을 높여 전방의 오디오를 선명하게
레코드합니다. 좌측과 우측에서 레코드된 오디오가 동일합니다.

 • [OFF]: 내장 마이크로폰의 오디오를 이용 불가능합니다.

[AUDIO OUT]
SmartUI [AUD03:MONI] 스크린의 오디오 출력 시그널 상태 설정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H1/CH2]/[CH1]/[CH2]/[CH3/CH4]/[CH3]/[CH4]

[A.IN]
[CH1/2/3/4]

각 채널의 입력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FRONT] (전면), [REAR] (후면), [W.L.] (무선)

[LEVEL]

[CH1/2/3/4]

각 채널에서 현재 선택된 레코딩 레벨 조정 방법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MANU]: 수동 조정이 설정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AUTO]: 자동 조정이 설정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설정은 SmartUI [AUD01:LEVEL] 스크린에서 실행됩니다.

[F.VR]
[CH1/2/3/4]

[VR](조정 다이얼에 의한 수동 조정)이 [LEVEL]로 디스플레이되는 채널에서
<F.AUDIO LEVEL> 다이얼이 가능한지 [ON]/[OFF]로 디스플레이합니다.

[LIMITER] [CH1/2/3/4] 각 채널의 리미터 설정을 디스플레이합니다.

[LOWCUT] [CH1/2/3/4]

[USER SW] 스크린

각 USER 버튼의 할당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상세 내용은 “USER 버튼에 기능 할당”(6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OTHER ASSIGN] [RET SW] 렌즈의 <RET> 버튼에 할당을 디스플레이합니다.

[GAIN L] <GAIN> 스위치의 <L>에 할당된 gain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GAIN M] <GAIN> 스위치의 <M>에 할당된 gain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GAIN H] <GAIN> 스위치의 <H>에 할당된 gain 값을 디스플레이합니다.

[S.GAIN] 수퍼 gain으로 할당된 gain 값을 열거하고 디스플레이합니다.

[WHITE BAL A] <WHITE BAL> 스위치의 <A>에 할당된 색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WHITE BAL B] <WHITE BAL> 스위치의 <B>에 할당된 색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WHITE BAL PRE] <WHITE BAL> 스위치의 <PRST>에 할당된 색 온도를 디스플레이합니다.

[USER SW] [USER MAIN (UM)] <USER MAIN> 버튼에 할당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SER1 (U1)] <USER1> 버튼에 할당을 디스플레이합니다.

[USER2 (U2)] <USER2> 버튼에 할당을 디스플레이합니다.

[META INFO] 스크린

메타 데이터로 추가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ETA INFO]
[ROLL]

레벨 게이지로 앵글로 확보된 카메라의 수평 기울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수평 위치를 0°로 설정하고 좌측으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고,
우측으로 기울기는 플러스 값으로 표시됩니다.

[PITCH]
레벨 게이지로 앵글로 확보된 카메라의 수직 기울기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수직 위치를 0°로 설정하고 아래쪽으로 기울기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되고,
위쪽으로 기울기는 플러스 값으로 표시됩니다.

Chapter 8 디스플레이 - 스크린 상태 디스플레이

각 채널의 로우컷 필터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디바이스를 설명합니다.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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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USB 디바이스 모드에서 컴퓨터로 연결

카메라를 USB2.0을 통해 컴퓨터로 연결하여, 카메라에 삽입된 P2 카드는 대용량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연결

USB 케이블(옵션)

컴퓨터

그림 1

Mini-B

<USB2.0> 터미널(디바이스)

1  UBS 케이블을 <USB2.0> 터미널에 연결합니다.(그림 1)

2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USB MODE SELECT]에서 [DEVICE]를 설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11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3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USB MODE]에서 [ON]을 설정합니다.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USB DEVICE DISCONNECTE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4 USB 디바이스 모드에서 나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카메라의 <POWER> 스위치를 <OFF>로 합니다.

 • <EXIT> 버튼을 누릅니다.

 • [USB MODE]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참 조

 • USB 2.0 케이블은 카메라와 같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판 USB 2.0 케이블(노이즈 감소를 위한 더블 쉴드)을 준비합니다.
 • 최대 5m의 USB 연결 케이블이 지원되지만, 3m 이하의 케이블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최ㅗ로 USB 연결을 하기 전에, P2 Viewer Plus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
 • USB 드라이버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컴류터에 설치합니다. 드라이버의 설치 과정에 대하여, 웹사이트의 설치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드라이버의 최신 정보에 대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 카메라는 USB 2.0만 지원합니다. 컴퓨터가 USB 2.0을 지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카메라를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하였을 때, 다른 디바이스가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카메라를 USB를 통해 연결할 때, P2 카드를 배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 USB가 연결되었을 때, P2 카드 액세스 LED는 액세스하지 않으면 꺼집니다.
 • 카메라가 USB 디바이스 모드에서 작동할 때, 카메라 촬영, 레코딩/재생 작동 혹은 클립 썸네일 작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카메라가 USB 디바이스 모드에서 작동할 때, P2 카드 잔여 용량과 상태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비디오/오디오가 출력되거나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USB 호스트 모드에서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USB 2.0으로 <USB2.0> 터미널(호스트)에 연결할 수 있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혹은 SSD 드라이브같은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카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USB 호스트 모드로 전환

USB 케이블(옵션)

그림 1

외부 스토리지 디바이스

<USB2.0> 터미널(호스트)

1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USB2.0> 터미널(호스트)에 연결합니다.(그림 1)

 •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인식되고 사용 가능하면, 썸네일 스크린의 우측 상단의        (회색)이       (백색)으로 변합니다.

USB 연결 중, 뷰 파인더의 센터에 [USB DEVICE CONNECTE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USB 디바이스 모드에서, 뷰 파인더의 하단에 [Push EXIT to Return to CAMERA MODE]가 디스플레이됩니다.

USB 디바이스 모드가 끝나면 약 5초 후 카메라 촬영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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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USB MODE SELECT]에서 [STORAGE]를 설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설정 메뉴 기본 작동”(11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3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USB MODE]에서 [ON]을 설정합니다.

 • 카메라는 USB 호스트 모드로 전환됩니다.

•
[USB STORAGE DISCONNECTE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4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스크린의 우측 상단에 [USB]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연결되면, 스토리지 디바이스 상태를 표시하는 아이콘이 우측 상단에 켜집니다. 하지만, 적색 마크는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USB 호스트 모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USB 호스트 모드에서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16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USB 호스트 모드 도중, 뷰 파인더의 센터에 [USB STORAGE CONNECTE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5 USB 호스트 모드에서 나옵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카메라의 <POWER> 스위치를 <OFF>로 합니다.

 • 썸네일 스크린을 닫은 채로,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USB MODE]에서 [OFF]를 설정합니다.

 • [USB MODE]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혹은 썸네일이 열리면 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참조합니다.

참 조

 • USB 호스트 모드에서, P2 카드는 재생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이미지와 외부 입력은 레코드할 수 없습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씌여진 클립은 카메라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USB2.0> 터미널(서브 호스트)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21 페이지)  
 •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 복사 혹은 포맷 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메라에 연결합니다.

 • <USB2.0> 터미널은 USB 버스 파워(5V, 0.5A)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따라 운영할 수 없는 특정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를 추가합니다.

 • 일부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사용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케이블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꺼져 있더라도 허브를 이용하여 여러 대의 스토리지를 연결하지 않도록 합니다.허브를 이용하여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다른 디바이스를
같이 연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포맷 혹은 복사 작동 중, 케이블을 분리, 타깃 P2 카드 배출이나 카메라나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카메라와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 USB 컨버젼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된 SATA(Serial ATA) 혹은 PATA(Parallel ATA) 인터페이스를 갖춘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에서 재생 도중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않도록 합니다. 재생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와 이용 가능 기능

이용 가능 기능은 사용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는 스토리지 디바이스 익스플로러 스크린 좌측의 
[PARTITION] 뒤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상세 내용은 “스토리지 디바이스 정보 디스플레이(익스플로러 스크린)”(16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 특징

[TYPE S] 카드에 의해 고속으로 데이터를 읽기/쓰기하는 특별 포맷

P2 STORE(AJ-PCS060G)를 가르킴. 쓰기가 불가능.

[FAT]
기본 파티션이 FAT16 혹은 FAT32인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다. 폴더*하의 파티션 루트 혹은 CONTENTS 폴더가
타깃입니다.

[OTHER]
상기를 제외한 다른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가르킵니다. FAT16과 FAT32가 아닌 NTFS같은 
파일 시스템.

* 폴더의 계층 구조는 세번째 레벨까지이고 폴더의 최대 숫자는 100개입니다. 폴더는 상위 계층부터 디스플레이됩니다. 긴 파일 이름과 더블 바이트 글자의 파일 이름은

STNETNOC/ 디스플레이 가능

STNETNOC/ELPMAS/ 디스플레이 가능

STNETNOC/10104102/ELPMAS/ 디스플레이 가능

STNETNOC/0021/10104102/ELPMAS/ 디스플레이 불가능(4번째 레벨 폴더이므로 디스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와 이용 가능 기능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

√ √ √ —

카드 유닛

카드* 1  → 스토리지 √ — √ —

카드* 2  → 스토리지 — — — —

스토리지 → 카드* 1 √ √ — —

스토리지 → 카드* 2 — — — —

클립 유닛
카드 → 스토리지 √ * 4 — √ —

스토리지 → 카드 √ √ √ —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P2STORE]

이용 가능 기능
[TYPE S] [P2STORE] [FAT] [OTHER]

지원되지 않습니다. 폴더 디스플레이의 예가 아래에 있습니다.

썸네일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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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
3 — — — —

클립 이미지 디스플레이 √ √ √ —

√ — √ √ * 5

*1  P2 메모리 카드 혹은 microP2 메모리 카드 32GB 이하 
*2 32 GB를 초과하는 microP2  메모리 카드  
*3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의 재생은 카메라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재생하기 전에 P2 카드로 콘텐츠를 임포트합니다.

*4 추가 클립 쓰기를 실행하면, 카드로 그 파티션에 다시 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2TB 이상 크기의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포맷할 수 없습니다. 

참 조

 • microP2 메모리는 mciroP2 메모리 카드 어댑터 AJ-P2AD1G(옵션)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복사용으로는 충분한 용량이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 2 TB(2048 GB)를 초과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보장되는 작동 범위(온도 등)에서 사용합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불안정하거나 진동이 있는 장소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
 •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매우 예민하므로 읽기, 쓰기 데이터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스토리지 디바이스 에러나
기타 직, 간접적인 손상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Panasonic은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 사용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콘텐츠가 다른 컴퓨터로 교체되면, 카메라 작동과 스토리지 디바이스 데이터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 손상 클립을 포함한 P2 카드에 대해, 복구한 후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미리 복사할 것을 권장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 포맷

그림 1

1   메인 메뉴 → [CLIP] → [EXPLORE]에서 [STORAGE]를 선택합니다. 
익스플로러 스크린을 엽니다.

2 메인 메뉴 → [CLIP] → [FORMAT(STORAGE)]에서 원하는 포맷([TYPE S], [FAT])를 선택합니다.

3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4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를 다시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포맷합니다.

참 조

 • 스토리지 디바이스 포맷은 모든 콘텐츠를 지웁니다. 한번 포맷되면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

[P2STORE] [FAT] [OTHER]
이용 가능 기능

재생 확인*

[TYPE S] 혹은 [FAT]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포맷으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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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엑스포팅

P2 카드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엑스포트(P2 카드에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쓰기)할 수 있습니다. 복사 결과와 복사 가능한 최대 아이템 숫자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포맷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용량을 초과하면 복사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림 1

 ■ [TYPE S]

각 카드에 대해 파티션이 생성되고, 카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가 파티션에 복사됩니다. 카메라의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복사된 P2 카드의 파트 번호와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 가능한 최대 아이템 숫자는 23개 입니다.

 ■ [FAT]

각 카드에 대해 폴더가 생성됩니다. 카드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는 폴더에 복사됩니다. 카메라의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폴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엑스포트된 날짜와 시간이 2014년 8월 30일 12:34:56이면, 디렉토리는 /14-08-30/12-34-56입니다.

복사 가능한 최대 아이템 숫자는 100개 입니다.

1  메인 메뉴 → [CLIP]에서 [EXPORT]를 선택합니다.

2 커서를 복사 소스의 카드 슬롯 번호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TYPE S]에 대해, [ALL SLOT]의 선택은 현재 삽입된 모든 카드를 엑스포트합니다.

3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엑스포팅이 시작됩니다. 엑스포팅 도중 진행 바가 나타납니다.(그림 1)
엑스포팅이 완료되면 [COPY COMPLETED!]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FAT]에서, 이 설정과 상관없이 확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
누릅니다.

 •
 • 32 GB를 초과하는 microP2 메모리 카드는 엑스포트나 임포트되지 않습니다. 복사된 클립을 사용합니다. 
확인 도중 프로세스를 취소하더라도, P2 카드로 복사는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클립으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복사

선택된 클립만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썸네일 스크린으로 이동합니다.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스를 복사하려는 클립에 위치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여러 개의 클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메인 메뉴 → [CLIP] → [COPY]에서 [STORAGE]를 선택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폴더 혹은 파티션의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 복사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4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복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복사 도중 진행 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COPY COMPLETED!]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 루트
- CONTENTS 폴더를 포함한 폴더가 세번째 레벨까지 내려갑니다.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폴더는 첫번째 레벨의 데이터 폴더와 두번째 레벨의 시간 폴더의 두 개의 레벨로 생성됩니다.

[TYPE S]로 엑스포트하는 것에 대해, P2 카드 데이터와 복사된 데이터는 엑스포팅 이후에 자동으로 확인(비교)됩니다. 엑스포트 시기에 확인은 초기 설정으로

엑스포트 프로세스를 중단하려면, <SET>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CANCEL]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가능합니다. 엑스포트의 시기에 확인을 불가능하게 설정하면 엑스포트된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고, 엑스포트 완료까지 시간이 짧아집니다.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려면, 메인 메뉴 → [CLIP] → [STORAGE COPY SETUP]에서 [VERIFY]를 [OFF]로 설정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FAT] 파일 시스템일 때, 디스플레이되는 폴더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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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복사하려면, 하나 이상의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FAT]로 포맷하거나 엑스포트 프로세스를 통해 파티션을
생성한 후에 복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복사 데스티네이션에 절반 정도 복사된 클립은 삭제됩니다.

 •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복사된 클립이 있으면, 카드로 그 파티션으로 임포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순간 카드의 파트 번호 디스플레이는
[UNKNOWN]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 정보 디스플레이(익스플로러 스크린)

익스플로러 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아래 작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디바이스 정보 디스플레이

 • 스토리지 디바이스 파티션 혹은 폴더 썸네일 디스플레이와 선택

 • 타깃 파티션 혹은 폴더 선택

익스플로러 스크린은 메인 메뉴 → [CLIP] → [EXPLORE]에서 [STORAGE]를 선택하여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2

3

4

1

1  스토리지 디바이스 표시
연결된/연결되지 않은 상태와 스토리지 디바이스 형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2 디스플레이 모드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익스플로러 스크린이 현재 디스플레이되었음을 표시합니다.

3 디바이스 정보
[TYPE S]와 [P2STORE](카드로 읽기/쓰기가 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

[PARTITION] [TYPE S]/[P2STORE]

[VENDOR] 벤더 이름

[MODEL] 모델 이름

[SIZE] 전체 용량 (단위 : GB)

[USED]
사용 용량 (단위 : GB)
사용 P2 카드 영역 (단위 : 클립의 갯수), 최대 23개

[FREE CAP.] 잔여 용량 (단위 : GB)

[SELECTED PART.] 선택된 파티션 수량

[FAT]와 [OTHER](다른 스토리지 디바이스)

[PARTITION] [FAT]/[OTHER]

[VENDOR] 벤더 이름

[MODEL] 모델 이름

[SIZE] 전체 용량 (단위 : GB)

[FREE CAP.] 잔여 용량 (단위 : GB)

[SELECTED PART.] 선택된 폴더 수량

4 파티션 혹은 폴더 정보
[TYPE S]와 [P2STORE](파티션 정보)

타깃 파티션이 선택되면 체크 마크가 디스플레이됩니다.

[NO.] 파티션 번호

[MODEL] P2 카드 모델 이름

[PARTITION NAME] 파티션에 할당된 이름

[DATE] 파티션 레코드 날짜

[TIME] 파티션 레코드 시간

[SERIAL] P2 카드 시리얼 번호

[FAT]와 [OTHER](폴더 정보)

타깃 파티션이 선택되면 체크 마크가 디스플레이됩니다.

[NO.] 폴더 번호

[FOLDER NAME] 폴더 이름(CONTENTS 폴더 제외)

[DATE] 폴더 생성 날짜

[TIME] 폴더 생성 시간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복사 프로세스를 취소하려면,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CANCEL]에 위치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CANCEL] 확인 메시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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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대해,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파티션 이름과 시리얼 이름 디스플레이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 [P2STORE]에 유효하지 않은 파티션이 있으면, 파티션 정보는 회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해당 파티션의 잔여 여유 공간은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 → [FREE CAP. OF PARTI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타깃 폴더/파티션 선택

타깃으로 파티션/폴더를 선택하여 선택된 파티션/폴더를 포함한 모든 클립을 썸네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의 파티션/폴더를 디스플레이할 수

그림 1

1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커서를 파티션/폴더에 위치시킵니다.

2 <SET> 버튼을 누른 채로 있습니다.(약 1초 이상)

파티션/폴더는 선택되고 체크 마크가 디스플레이됩니다.(그림 1)
선택된 타깃 파티션/폴더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분리되거나 전원이 꺼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선택된 파티션/폴더를 취소하려면, 
<SET> 버튼을 선택된 파티션에서 다시 누른 채로(약 1초 이상) 있습니다.
<CANCEL> 버튼을 눌러 모든 파티션/폴더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참 조

 •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MODEL]은 [UNKNOWN]이고 여러 개의 파티션에 레코드된 클립은 하나의 일반 클립이 되지 않습니다.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클립을 복사하는 것은 복사 데스티네이션 [MODEL]의 파티션을 [UNKNOWN]으로 변경합니다.

 • 파티션 이름은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사용될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파티션 이름은 익스플로러 스크린의 [PARTITION NAME]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파티션 이름 설정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TYPE S]일 때, 이름(최대 20 글자)을 파티션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파티션 이름은 익스플로러 스크린의 [PARTITION NAME]에
디스플레이됩니다.

1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커서를 설정하려는 파티션에 위치시킵니다.

<SET> 버튼을 눌러 썸네일 리스트를 디스플레이하고 파티션에 대한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메인 메뉴 → [CLIP]에서 [CHANGE PARTITION NAME]을 선택합니다.

소프트 키보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3 파티션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선택합니다.

파티션 이름이 설정됩니다.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마지막 파티션 삭제

[TYPE S] 타입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마지막 파티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마지막 파티션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2 메인 메뉴 → [CLIP]에서 [DELETE LAST PARTITION]을 선택합니다.

참 조

 •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마지막 파티션을 삭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티션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삭제된 파티션은 복구할 수 없으므로, 삭제하기 전에 철저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 클립 썸네일과 비디오 모니터 디스플레이

썸네일 디스플레이

카메라에 부착된 P2 카드에 저장된 클립에 대해 썸네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할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된 클립을 디스플레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있습니다. 7번째 파티션/폴더가 지정되면, 설정은 이용 불가능해지고 경고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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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IT>

1  익스플로러 스크린을 엽니다.

파티션 혹은 폴더가 리스트에 디스플레이됩니다.

2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썸네일 스크린에 디스플레이하려는 파티션 혹은 폴더에 위치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파티션 혹은 폴더에 클립의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XIT> 버튼을 클릭하여 메인 익스플로러 스크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참 조

 • 타깃 파티션이 선택되면,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SET> 버튼을 눌러 타깃으로 선택된 모든 파티션에서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디스플레이 아이템

1

1  스토리지 디바이스 정보
[TYPE S]

[SERIAL] P2 카드 시리얼 번호

[MODEL] P2 카드 모델 이름

[SELECTED PART.] 타깃 파티션이 선택되면 체크 마크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ELECTED PART. NO.] 선택된 파티션 번호의 리스트(여러 개의 파티션이 선택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만 됩니다.)

[NO.] 파티션 번호

[DATE] 파티션 레코드 날짜

[TIME] 파티션 레코드 시간

[VERIFY]
 •
 •
 •

[NAME]

[SIZE]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전체 용량

[USED] 사용한 스토리지 디바이스 용량

[FREE CAP.] 잔여 스토리지 디바이스 용량

[FAT]

[SELECTED PART.] 타깃 파티션이 선택되면 체크 마크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ELECTED PART. NO.] 선택된 폴더 번호의 리스트(여러 개의 폴더가 선택되었을 때 디스플레이만 됩니다.)

[NO.] 폴더 번호

[DATE] 폴더 생성 날짜

[TIME] 폴더 생성 시간

[FOLDER] 폴더 이름(생성 날짜와 시간은 루트 폴더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SIZE]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전체 용량

[FREE CAP.] 잔여 스토리지 디바이스 용량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레코딩 도중 확인 설정과 결과[ON/FAILED]
[ON/FAILED] : 확인이 실행됩니다. 아이템 일치

[ON/FINISHED] : 확인이 실행되지만 일치되지 않습니다.([P2STORE]에는 [--]가 디스플레이됩니다.) 

[OFF] : 확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의해 규정된 파티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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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필요시 썸네일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001번째 클립 진행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클립 정보 디스플레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된 클립의 메타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하는 절차는 P2 카드 클립 속성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1  스토리지 디바이스 썸네일 스크린에서, 커서를 타깃 클립으로 이동합니다.

2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에서 [CLIP PROPERTY]를 선택합니다.

클립 삭제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저장된 불필요한 클립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스토리지 디바이스 썸네일 스크린에서, 삭제하려는 클립을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CLIP]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3 커서를 확인 메시지의 [YES]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참 조

 • 손상된 클립 혹은 unknown 클립 표시가 있는 클립은 삭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이 아이템은 수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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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P2 카드로 다시 쓰기(임포트)

파티션으로 [TYPE S] 스토리지 디바이스 혹은 [P2STORE]에서 임포트

파티션(카드)으로 소스 카드에서와 동일한 파트 번호를 가진 P2 카드로 임포트(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P2 카드로 다시 쓰기)할 수 있습니다.

1  입력 데스티네이션이 될 P2 카드를 삽입합니다.

반드시 포맷된 P2 카드를 삽입합니다.

2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3  메인 메뉴 → [CLIP] → [EXPLORE]에서 [STORAGE]를 선택하여 익스플로러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4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임포트할 파티션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5 메인 메뉴 → [CLIP]에서 [IMPORT]를 선택합니다.

6 임포트 데스티네이션 P2 카드 슬롯 번호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임포팅이 완료되면 [COPY COMPLETED!]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소스 P2 카드와 다른 P2 카드로 임포팅하면 클립에 따라 불완전 클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연결 기능을 이용하여 클립을 재구성합니다.
상세 내용은 “불완전 클립 재연결”(10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메인 메뉴 → [CLIP] → [STORAGE COPY SETUP] → [VERIFY]에서 복사시 확인을 실행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모델의 P2 카드에 파티션으로 임포트할 수 없습니다. 대신 클립으로 복사를 실행합니다.

P2 카드에 클립으로 복사

스토리지 디바이스 클립을 지정하여 P2 카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1  스토리지 디바이스 썸네일 스크린을 엽니다.

2 복사하려는 클립을 선택합니다.

3 메인 메뉴 → [CLIP] → [COPY] → [STORAGE] 리스트에서, 커서를 복사 데스티네이션으로 이동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COPY COMPLETED!]이 디스플레이됩니다.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USB2.0> 혹은 <USB2.0> 터미널을 통한 연결 기능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면 임포팅이 시작됩니다.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면 복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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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리모트 콘트롤 유닛(AJ-RC10G)으로 연결  

리모트 콘트롤 유닛(AJ-RC10G)으로 연결
 • 리모트 콘트롤 유닛 AJ-RC10G(옵션)을 연결하여 일부 기능을 리모트 콘트롤합니다.

 • AJ-RC10G를 연결하고 카메라와 AJ-RC10G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면, 카메라는 자동으로 리모트 콘트롤 모드로
들어갑니다.

 • AJ-RC10G를 제거하거나 AJ-RC10G의 <POWER> 스위치를 <OFF>로 하여 리모트 콘트롤 모드를 릴리스합니다.

<REMOTE> 터미널 AJ-RC10G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스위치 기능

아래의 카메라 스위치와 버튼은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 <SHUTTER> 스위치

 • <MENU> 버튼

 • 조그 다이얼 버튼

 • <GAIN> 스위치

 •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

 • <WHITE BAL> 스위치

 • <USER MAIN> 버튼

 • <USER1> 버튼

 • <USER2> 버튼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레코딩과 재생 작동

리모트 콘트롤 유닛이 연결되었을 때 레코딩/재생 작동은 카메라와 AJ-RC10G 양쪽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연결된 리모트 콘트롤 유닛

AJ-RC10G가 카메라에 연결되면, 아래 기능의 작동은 AJ-RC10G와 같이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의 설명과 
달라집니다.

 ■ <A.KNEE ON> 버튼

카메라의 메인 메뉴 → [SW MODE] → [AUTO KNEE SW]에서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 기능을 [ON]/[OFF]할 수 있습니다. 
[DRS]가 [ON]일 때 버튼이 켜지고, [OFF]일 때 꺼집니다.

 ■ <CHARA ON> 버튼

카메라의 <MON OUT>, <SDI OUT/IN(OP)>, <HDMI> 터미널로 출력되는 비디오 시그널에 글자를 이중 인화할 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다른 모델에 생성된 씬 파일은 로드될 수 없습니다. 그런 파일을 로드하려고 하면, AJ-RC10G의 LCD에 [NG]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메뉴

[GAMMA]

 • [GAMMA-MODE-SEL]의 가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HD], [SD], [F-LIKE1], [F-LIKE2]. [F-LIKE3], [FILM REC], [VIDEO REC]

 • [DYMC-LVL]과 [BSR-LVL]이 4번째 레벨에 추가됩니다.

가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DYMC-LVL] : [200%]에서 [600%]

[BSR-LVL] : [00%]에서 [30%]

[FILM-REC]가 [GAMMA-MODE-SEL]용으로 선택되었을 때만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합니다.

 • [V-KNSLP]와 [V-KNPNT]가 5번째 레벨에 추가됩니다.

가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V-KNSLP] : [150%]에서 [500%]

[V-KNPNT] : [30%]에서 [107%]

[VIDEO-REC]가 [GAMMA-MODE-SEL]용으로 선택되었을 때만 값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합니다.

[WHITE]  • [COLOR-TEMP-PRE], [TEMP-A], [TEMP-B]의 가변 범위는 [<2300K]에서 [> 15000K] 입니다.

[KNEE]

• [CHROMA LEVEL]이 5번째 레벨에 추가됩니다. 가변 범위는 [OFF]/[-99%]에서 [40%]입니다.

 • [HI-COLOR LVL]이 6번째 레벨에 추가됩니다. 가변 범위는 [1]에서 [32]입니다.

 • [DRS MODE]가 7번째 레벨에 추가됩니다. 가변 범위는 [MODE1]/[MODE2]입니다.

 • [DRS EFFECT DEPTH]은 8번째 레벨에 추가됩니다. 가변 범위는 [1]/[2]/[3]입니다.

[C-COR]
 • 카메라의 메인 메뉴 → [SCENE FILE] → [COLOR CORRECTION SETTING]에서 아래 아이템은 AJ-RC-10G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R-R-Mg (SAT)], [R -R-Mg (PHASE)], [Yl -Yl -R (SAT)], [Yl -Yl -R (PHASE)], [Yl -R-R (SAT)], [Yl -R-R (PHASE)]

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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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

 • [MODE]에서 [FIX]가 선택되면, [SPED]의 가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60],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 [HALF], [180.0d], [172.8d], [144.0d], [120.0d], [90.0d], 
[45.0d]

카메라의 메인 메뉴 → [SYSTEM MODE] → [LINE&FREQ]에서의 설정에 따라, [SPED]에 대해 선택될 수 있는 값은
변경됩니다.

 • 2번째 레벨에 [SYNCHRO SCAN DISP]가 추가됩니다. [S.S]가 [MODE]로 선택되면, [sec]/[deg]에서 [SPED]에 디스플레이되는
값의 단위를 선택합니다. 단위가 변경되는 이 것은 카메라에도 적용됩니다.

 • [S.S]가 [MODE]로 선택되었을 때 [SPED]의 가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sec]가 선택되었을 때 : [1/24.7]에서 [1/7200](카메라 설정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 값이 변합니다.)

[deg]가 선택되었을 때 : [3.0d]에서 [359.5d]

[SKIN DTL]

 • [OUTPUT]의 가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MONI], [SDI]

 • [Y MIN]과 [Y MAX]는 AJ-RC10G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3번째 레벨의 [SCORG]가 [SKIN-DTL-EFFECT]로 변경됩니다. 가변 범위는 [0]에서 [31]입니다.

 • 카메라의 메인 메뉴 → [SCENE FILE] → [SKIN TONE DTL SETTING] → [DETECT TABLE]에서, 스킨 톤 테이블 [C] 관련
아이템은 AJ-RC10G에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은 AJ-RC10G의 씬 파일에 레코드될 수 없으므로, 씬 파일이 로드될 때,
스킨 톤 테이블 [C]에 관련된 설정값은 다른 값으로 변경됩니다.

[FUNC]

 • 4번째 레벨에서 [SELECT]의 가변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INH], [S.GAIN], [DS.GAIN], [S.IRIS], [I.OVR], [S.BLK], [B.GAMMA], [D.ZOOM], [ATW], [ATW LOCK], [Y GET], [DRS], 
[ASSIST], [C.TEMP], [AUD CH1/3], [AUD CH2/4], [REC SW], [RET SW], [PRE REC], [SLOT SEL], [USB MODE], 
[LCD B.L], [FBC], [WFM], [EVF CLR], [REC MEDIA]

 • [C. TEMP]가 할당된 AJ-RC10G의 USER 버튼은 기능하지 않음을 참조합니다.

 • 5번째 레벨의 [BLK-GAMMA]의 가변 범위는 [-8] - [OFF] - [8] 입니다.

 • [RANGE]는 5번째 레벨의 [BLK-GAMMA] 다음에 추가됩니다. 가변 범위는 [1]에서 [3]입니다.

참 조

 • 연결된 AJ-RC10G로 조정된 상태는 카메라에 항상 레코드됩니다. AJ-RC10G의 [FUNCTION MENU]의 [RC DATA SAVE] 아이템의 설정은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용 케이블을 연결 혹은 제거할 때, 반드시 카메라와 AJ-RC10G의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 AJ-RC10G 전용의 케이블 혹은 옵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의 USER 버튼(<USER MAIN>/<USER1>/<USER2>)과 <MENU> 버튼은 AJ-RC10G가 연결되면 기능하지 않습니다.
 • <REMOTE> 터미널에서의 전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커넥터 시그널의 상세”(206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AJ-RC10G의 소프트웨어 버젼에 대해, Ver. 1.20 이상을 사용합니다.
AJ-RC10G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버젼에 대해, 아래 웹사이트의 P2용 지원 정보를 참조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리모트 콘트롤 유닛(AJ-RC10G)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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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확장 콘트롤 유닛(AG-EC4G)으로 연결  

확장 콘트롤 유닛(AG-EC4G)으로 연결
 • 확장 콘트롤 유닛 AG-EC4G(옵션)를 연결하여 일부 기능을 리모트 콘트롤합니다.

 • AG-EC4G를 연결하고 카메라와 AG-EC4G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할 때, 카메라는 자동으로 리모트 콘트롤 모드로
들어갑니다.

 • AG-EC4G를 제거하거나 AG-EC4G <POWER> 스위치를 <OFF>로 하여 리모트 콘트롤 모드를 릴리스합니다.

<REMOTE> 터미널 AG-EC4G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스위치 기능

아래의 카메라 스위치와 버튼은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 <SHUTTER> 스위치

 • <MENU> 버튼

 • 조그 다이얼 버튼

 • <GAIN> 버튼

 • <OUTPUT>/<AUTO KNEE> 선택 스위치

 • <WHITE BAL> 스위치

 • <USER MAIN> 버튼

 • <USER1> 버튼

 • <USER2> 버튼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레코딩과 재생 작동

레코딩/재생 작동은 리모트 콘트롤 유닛이 연결됐을 때 카메라와 AG-EC4G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참 조

 • 연결된 AG-EC4G로 조정된 상태는 항상 카메라에 레코드됩니다. AG-EC4G용 <DATA SAVE> 스위치의 설정은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용 케이블을 연결 혹은 제거할 때, 반드시 카메라와 AG-EC4G의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 AG-EG4G 전용의 케이블 혹은 옵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REMOTE> 터미널에서의 전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커넥터 시그널의 상세”(206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상세 내용은 AG-EC4G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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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외부 디바이스로 연결 - 리모트 작동 패널(AK-HRP200G)로 연결  

리모트 작동 패널(AK-HRP200G)로 연결
 • 리모트 작동 패널 AK-HRP200G를 연결하여 일부 기능을 원격으로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 유선 랜을 통해 AK-HRP200G를 연결하여 카메라와 AK-HRP200G의 네트워크 설정을 실행할 때, 카메라는 자동으로 리모트 콘트롤 모드로
들어갑니다. 연결의 설정은 “리모트 콘트롤 패널 (AK-HRP200G)로 연결에 대한 설정”(18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You can AK-HRP200G에서 네트워크를 분리하거나 네트워크 케이블을 제거하고 카메라의 <POWER> 스위치를 <OFF>에서 <ON>으로 전환하여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LAN 케이블(옵션)

AK-HRP200G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스위치 기능

아래의 카메라 스위치와 버튼은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 <SHUTTER> 스위치

 • <MENU> 버튼

 • 조그 다이얼 버튼

 • <GAIN> 선택 스위치

 • <OUTPUT> 스위치

 • <WHITE BAL> 스위치

리모트 콘트롤 모드에서 레코딩과 재생 작동

리모트 작동 패널 AK-HRP200G에서 레코딩과 재생 작동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작동은 카메라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연결된 리모트 콘트롤 유닛

AK-HRP200G가 카메라에 연결되면, AK-HRP200G 버튼 작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트릭스 버튼(<MATRIX>), 스킨 톤 디테일 버튼(<SKINDTL>)

작동은 버튼의 조명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버튼이 켜지면, 작동은 카메라의 메뉴 설정값(리니어 매트릭스 혹은 스킨 톤 디테일에 대한 설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버튼이 꺼지면, 리니어 매트릭스 혹은 스킨 톤 디테일의 기능은 메뉴 설정값에 상관없이 [OFF]로 설정됩니다.

카메라를 재시작한 후, 메뉴 설정값은 AK-HRP200G에 반영됩니다.

 ■

작동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줌과 포커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 조

 • 카메라와 AK-HRP200G를 바로 연결하려면, 크로스오버 LAN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독립형 디바이스로 카메라를 사용하려면, 리모트 콘트롤 모드는 사용랄 수 없게 됩니다.
 • IP를 통한 연결 작동과 AK-HRP200G와 같은 여러 대의 디바이스에서 카메라를 리모트 콘트롤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상세 내용은 AK-HRP200G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씬/사용자 파일 스위치 버튼 <SHIFT>, 씬/사용자 파일 선택 버튼(<SCENE1/USER1> - <SCENE3/USER3>, <SCENE4>)

조정값 디스플레이 영역(4 자리), ND 필터/CC 필터(<ND/CC>) 디스플레이 선택 버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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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연결
카메라는 무선 LAN, 유선 LAN, 4G/LTE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 LAN을 사용하려면, <USB2.0> 터미널(서브 호스트)에 AJ-WM30(옵션)을 부착합니다.

유선 LAN을 사용하려면, LAN 케이블을 후면의 <LAN>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4G/LTE를 사용하려면, <USB2.0> 터미널(서브 호스트)에 맞는 USB 모뎀을 연결합니다.

100BASE-TX/10BASE-T

IEEE802.11g/n

이용 가능 기능

카메라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아래 기능이 이용 가능합니다.

 • 카메라 상태 확인

 • 썸네일 이미지 확인

 • 프록시 재생

 •
 • 메타 데이터 디스플레이/편집

 • 메타 데이터 추가/삭제(숏 마크/텍스트 메모)

 • 카메라 리모트 콘트롤(레코딩 콘트롤과 시간 코드/사용자 비트의 전체적인 작동)

 • 카메라로 클립 보내기/받기(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통한 클립 전송)

프록시 파일 다운로딩/클립 관리 정보

참 조

 • 4G/LTE가 사용되면, 카메라로 클립 송신/수신 기능(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통한 클립 전송)만 이용 가능합니다.

작동 환경

네트워크 연결에는 아래의 작동 환경이 필요합니다.

 • Windows

Microsoft Windows   8.1 Professional 32/64 bit, Internet Explorer 11(classic view)®

 • Macintosh

Mac OS X v10.9.x (Mavericks)*, Safari 7

* 작동은 프리인스톨 혹은 클린 인스톨 시에만 보장됩니다.

 • iPad/iPhone

iOS v7.x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는 웹 콘트롤 실행에 필요합니다.

 • 지원되는 브라우저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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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플레이어

QuickTime는 프록시 비디오 재생에 필요합니다.

 • 테스트된 작동 버젼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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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va 런 타임

컴퓨터에서, Java 런 타임은 카메라 상태 디스플레이에 사용됩니다.

 • 테스트된 작동 버젼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 웹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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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연결 준비  

연결 준비

무선 LAN

무선 모듈 AJ-WM30(옵션)을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그림 3

그림 1 그림 2

무선 모듈 고정부

1  커버를 엽니다.(그림 1)

2 무선 모듈 고정부에서 나사를 제거합니다.(그림 2)

3 무선 모듈을 <USB2.0> 터미널(서브 호스트)에 부착하고 스텝 2에서 제거한 나사로 고정하고
커버를 닫습니다.(그림 3)

참 조

 • 무선 모듈을 제거할 때, 아래로 똑바로 당깁니다.
 • 무선 LAN으로 연결할 때, 무선 모듈을 확실히 부착하고 커버를 닫습니다. .

무선 모듈 이용시 주의 사항

사용하기 전에 무선 LAN 모듈의 사용 설명서를 모두 읽고 이해합니다.

작동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약이 있습니다.

 • 지원 표준 : IEEE802.11g/n

IEEE802.11a와 IEEE802.11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통신 주파수 : 2412MHz에서 2462MHZ(1ch, 6ch, 11ch)  
12ch이상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 사용

아래의 4가지 타입의 제품은 세계 각 지역의 무선파 관련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국가나 지역에서만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J-WM30MC

중화 인민 공화국

 • AJ-WM30P

미합중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타이완

 • AJ-WM30E

EU 회원국, EFTA 회원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오만,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AJ-WM30

일본

참 조

 • 프랑스에서는 야외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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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LAN

LAN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LAN 케이블(옵션)

1  LAN 케이블을 후면의 <LAN>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4G/LTE

4G/LTE USB 모뎀(옵션)을 카메라에 부착합니다.

커버의 갭

<USB2.0> 터미널(서브 호스트)

4G/LTE USB 모뎀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1

1  커버를 엽니다.(그림 1)

2 USB 2.0 확장 케이블을 <USB2.0> 터미널(서브 호스트)에 부착합니다.(그림 2)

3 화살표 방향으로 커버 하단의 파트를 돌리고(그림 3) USB 2.0 확장 케이블이 갭을 통과하도록 커버를 
닫습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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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G/LTE USB 모뎀을 연결합니다.(그림 5)

참 조

 • USB 2.0 확장 케이블(옵션)은 0.5m 이하의 노이즈 감소를 위한 더블 쉴드 프로세스로 처리된 A 타입 수/암의 케이블을 사용을 
권장합니다.

 • 연결되는 4G/LTE USB 모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연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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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설정

[USB MODE SELECT]가 [STORAGE]로 설정되면,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선 LAN 혹은 유선 LAN을 사용하려면, 각 설정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용할 기능에 따라 설정을 구성합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무선 LAN 설정

카메라를 모바일 디바이스(iPad/iPhone), 컴퓨터, 무선 LAN을 통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 연결하는 설정을 설명합니다.

[DIRECT] 모드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직접 카메라의 네트워크 기능으로 액세스할 때 아래 절차를 이용합니다. .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WIRELESS PROPERTY] → [TYPE]에서 [DIRECT]를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WIRELESS PROPERTY]에서 각 아이템을 필요에 따라 설정합니다.

[MAC ADDRESS]: 무선 LAN의 MAC 어드레스(변경할 수 없음)
[SSID]: 카메라의 네트워크 이름(SSID)(초기 설정 : [AJ-PX800])
[CHANNEL]: 사용할 채널(공장 설정: [AUTO])
[ENCRYPTION]: 사용되는 암호 포맷(초기 설정 : [WPA2-AES])
[ENCRYPT KEY]: WPA2 암호 키(초기 설정 : [01234567890123456789abcdef])
[DHCP]: DHCP를 통한 자동 인수 사용 여부 설정([ENABLE]: 자동 인수 사용/ [DISABLE]:  자동 인수 사용 안함)
(초기 설정: [ENABLE])(설정할 수 없음)
[IP ADDRESS]: 카메라의 IP 어드레스(초기 설정; [192.168.0.1])
[SUBNET MASK]: 서브넷 마스크(초기 설정: [255.255.255.0])
[DEFAULT GATEWAY]: 디폴트 게이트웨이(초기 설정: [192.168.0.254])(설정할 수 없음)
[PRIMARY DNS]: 기본 DNS 서버 설정(초기 설정: [0.0.0.0])(설정할 수 없음)
[SECONDARY DNS]: 두번째 DNS 서버 설정(초기 설정: [0.0.0.0])(설정할 수 없음)
[DHCP SERVER]: DHCP SERVER 기능 사용 여부 설정([ENABLE]: DHCP SERVER 기능 사용/ [DISABLE]: DHCP SERVER 기능 사용 안함)
(초기 설정: [ENABLE])

3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SEL]에서 [WLAN]을 선택합니다.

설정이 변경되면,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 재시작됩니다.

4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컴퓨터에 대한 액세스 포인트의 리스트에서 SSD를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암호 키)

무선 설정에서 액세스 포인트 리스트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고 카메라의 [SSID]를 선택합니다.
 • 초기 설정: [AJ-PX800]

패스워드 확인 스크린이 나타나면,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암호 키)

 • 초기 설정: [01234567890123456789abcdef]

5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를 필요로하는 애플리케이션(P2 브라우저)는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IRECT]로 연결되면, 

설정이 완료되면, 모바일 디바이스(iPad/iPhone)와 컴퓨터의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FTP 클라이언트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INFRA] 모드

무선 액세스 포인트로 연결되면 아래의 절차를 사용합니다.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WIRELESS PROPERTY] → [TYPE]에서 [INFRA]를 선택합니다.

2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WIRELESS PROPERTY]에서 각 아이템을 필요에 따라 설정합니다.

연결되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따라 [SSID], [ENCRYPTION], [ENCRYPT KEY]를 설정합니다.
[MAC ADDRESS]: 무선 LAND의 MAC 어드레스(변경할 수 없음)
[SSID INPUT MODE]: 수동 설정시 [MANUAL]을 선택하거나 연결 데스티네이션 리스트에서 선택할 때 [SELECT]를 선택합니다.
[SSID]: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네트워크 이름(SSID)(초기 설정: [AJ-PX800])
[CHANNEL]: 사용되는 채널(초기 설정: [AUTO])(설정할 수 없음)
[ENCRYPTION]: 사용되는 암호 포맷(초기 설정 : [WPA2-AES])
[ENCRYPT KEY]: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암호 키(초기 설정: [01234567890123456789abcdef])
[DHCP]: DHCP를 통한 자동 인수 사용 여부 설정([ENABLE]: 자동 인수 사용/[DISABLE]: 자동 인수 사용 안함)
(초기 설정: [ENABLE])
[IP ADDRESS]: 카메라의 IP 어드레스(초기 설정: [192.168.0.0])
[SUBNET MASK]: 서브넷 마스크(초기 설정: [255.255.255.0])
[DEFAULT GATEWAY]: 디폴트 게이트웨이(초기 설정: [192.168.0.254])
[PRIMARY DNS]: 기본 DNS 서버 설정(초기 설정: [0.0.0.0])([DHCP]가 [ENABLE]로 설정되고 DNS 서버에서 인수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인수된
DNS 서버값이 덮어쓰기 됩니다. 값이 [0.0.0.0]일 때 서버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SECONDARY DNS]: 두번째 DNS 서버 설정(초기 설정: [0.0.0.0])([DHCP]가 [ENABLE]로 설정되고 DNS 서버에서 인수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인수된
DNS 서버값이 덮어쓰기 됩니다. 값이 [0.0.0.0]일 때 서버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DHCP SERVER]: DHCP SERVER 기능의 사용 여부 설정([ENABLE]: DHCP SERVER 기능 사용/[DISABLE]: DHCP SERVER 기능 사용 안함)
(초기 설정: [ENABLE])(설정할 수 없음)

3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SEL]에서 [WLAN]을 선택합니다.

설정이 변경되면, 카메라는 필요에 따라 재시작합니다.

4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SSID와 패스워드(암호 키)를 입력합니다.

카메라의 [SSID]에서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SSID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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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 설정: [AJ-PX800]

카메라의 [ENCRYPT KEY]에서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카메라와 무선 액세스 포인트 사이의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초기 설정: [01234567890123456789abcdef]

5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면, 썸네일 스크린의 우측 상단에서 네트워크 상태 아이콘이 황색으로 변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P2 브라우저, 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SID 연결 데스티네이션 리스트

a b c d e

a: 선택 상태

b: SSID

c:  연결 히스토리가 있음

d: 암호 포맷

e: 전파 세기
 • 디스플레이는 더 강한 전파의 세기부터 순서대로 보여집니다.

 • 선택 상태에서 체크 마크가 있는 것이 선택된 SSID입니다.

 • 연결 히스토리가 있는 곳의 H 디스플레이는 저장된 연결 히스토리가 있는 SSID입니다. 서비스 영역에서 밖이더라도 리스트의 마지막 줄에서 
디스플레이됩니다.

커서 버튼(    /    )으로 SSID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4G/LTE] 모드

카메라를 4G/LTE USB 모뎀에 연결할 때 아래 절차를 이용합니다.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SEL]에서 [4G/LTE]를 선택합니다.

2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합니다.

카메라를 4G/LTE로 네트워크에 연결할지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제대로 되면, 썸네일 스크린의 우측 상단에서 네트워크 상태 아이콘이 황색으로 변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 LAN 설정

유선 LAN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연결하는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LAN PROPERTY]에서 각 아이템을 필요에 따라 설정합니다.

[DHCP]와 [DHCP SERVER]는 상호 배타적이비다.
[MAC ADDRESS]: 유선 LAN의 MAC 어드레스(변경할 수 없음)
[DHCP]: DHCP를 통한 자동 인수 사용 여부 설정([ENABLE]: 자동 인수 사용/ [DISABLE]: 자동 인수 사용 안함
(초기 설정: [ENABLE])
[IP ADDRESS]: IP 어드레스(초기 설정: [192.168.0.1])
[SUBNET MASK]: 서브넷 마스크(초기 설정: [255.255.255.0])
[DEFAULT GATEWAY]: 디폴트 게이트웨이(초기 설정: [192.168.0.254])
[PRIMARY DNS]: 기본 DNS 서버 설정(초기 설정: [0.0.0.0])
[SECONDARY DNS]: 두번째 DNS 서버 설정(초기 설정: [0.0.0.0])
[DHCP SERVER]: DHCP SERVER 기능 사용 여부 설정( [ENABLE]: DHCP SERVER 기능 사용/ [DISABLE]: DHCP SERVER 기능 사용 안함)
(초기 설정: [DISABLE])

2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SEL]에서 [LAN]을 선택합니다.

3 컴퓨터의 유선 LAN 설정을 구성합니다.

(Windows)
 

[Start] → [Help and Support]를 참조합니다.
 • 카메라에서 [DHCP SERVER]가 [ENABLE]로 설정되었을 때

[General] 탭에서 [Obtain an IP address automatically]와 [Obtain DNS server address automatically]를 선택합니다.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설정

[Internet Protocol Version 4(TCP/IPv4)]에서 [Properties]를 디스플레이하고 설정을 구성합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Alternate Configuration] 탭에서 [Automatic private IP addres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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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에서 [DHCP SERVER]가 [DISABLE]로 설정되었을 때

[General] 탭에서 [Use the following IP address]를 선택합니다.

- [IP address]: 카메라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 [Subnet mask]: 카메라의 값과 동일한 값을 입력합니다.
- [Default gateway]: 카메라의 어드레스와 동일한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 [Preferred DNS server]/[Alternate DNS server]: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Mac OS)
 • 카메라에서 [DHCP SERVER]가 [ENABLE]로 설정되었을 때

 • 카메라에서 [DHCP SERVER]가 [DISABLE]로 설정되었을 때

- [IP Address]
- [Subnet Mask]
- [Router]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란으오 둡니다.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설정

[Configure IPv6]: [Automatically]를 선택합니다.

[Configure IPv4]: [Manually]를 선택하고 아래 아이템을 입력합니다.

[Configure IPv4]: [Using DHCP]를 선택합니다.

[Configure IPv6]: [Automaticall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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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기능  

네트워크 기능

P2 브라우저 기능 설정

웹 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P2 브라우저) 시작

모바일 디바이스 호근 컴퓨터로 네트워크 연결을 완료한 후,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컴퓨터의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P2 브라우저)을
시작합니다.

그림 1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HTTP SERVER]에서 [BROWSE] 혹은 [BROWSE(-CTRL)]을 선택합니다.

P2 브라우저 기능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컴퓨터의 브라우저(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시작합니다.

3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 필드에 카메라의 IP 어드레스 설정을 입력합니다.

 • 초기 설정 : [192.168.0.1]

4 컴퓨터를 사용하면, 엔터키를 누르고, iPad/iPhone을 사용하면 GO 버튼을 누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P2 브라우저)이 시작됩니다.

5 입력 스크린에 [USER NAME]과 [PASSWORD]를 입력합니다.

카메라용으로 설정된 [USER ACCOUNT](초기 설정 : [guest])와 [PASSWORD](초기 설정 : [p2guest])를 입력합니다.
그림 1과 같은 스크린이 나타나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USER ACCOUNT]에서 사용자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ACCOUT LIST]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고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최대 31 글자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는 6 - 15 글자를 입력합니다.
P2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P2 Web Application”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en/manual/index.html

참 조

 • [NETWORK SEL]이 [WLAN], [4G/LTE], [LAN]일 때, 전원을 켠 후 시작 시간이 네트워크 시작으로 인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NETWORK SEL]이 [OFF]일 때,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NETWORK SEL]의 설정을 변경할 때, 변경은 카메라를 재시작할 때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설정이 변경된 후, 설정 스크린 종료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재시작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모두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설정 스크린의 종료시 [CANNOT ACCESS GATEWAY!] 경고가 나타나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디폴트 게이트웨이와 DNS를 사용하지 않으면, [0.0.0.0]으로 설정합니다.
 • DHCP와 DNS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작동 상태 디스플레이(모드 확인 기능)

카메라의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두번 밀어 모드 확인 [FUNCTION] 스크린에서 네트워크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세 네용은 “[FUNCTION] 스크린”(15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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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플레이리스트 편집 기능 설정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P2 플레이리스트 에디터) 시작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컴퓨터로 네트워크 연결을 완료한 후,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컴퓨터의 브라우저를 시작하고 나서, 
애플리케이션(P2 플레이리스트 에디터)을 시작합니다.

그림 1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HTTP SERVER]에서 [PLAYLIST]를 선택합니다.

모드를 플레이리스트 편집 모드로 변경합니다.

2 모바일 디바이스 혹은 컴퓨터의 브라우저(사파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시작합니다.

3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 필드에 카메라의 IP 어드레스 설정을 입력합니다.

 • 초기 설정 : [192.168.0.1]

4 컴퓨터를 사용하면, 엔터키를 누르고, iPad/iPhone을 사용하면 GO 버튼을 누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P2 플레이리스트 에디터)이 시작됩니다.

5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입력 스크린에 [USER NAME]과 [PASSWORD]를 입력합니다.

카메라용으로 설정된 [USER ACCOUNT](초기 설정 : [guest])와 [PASSWORD](초기 설정 : [p2guest])를 입력합니다.
그림 1과 같은 스크린이 나타나면, 연결이 되었습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USER ACCOUNT]에서 사용자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ACCOUT LIST]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삭제하고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최대 31 글자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는 6 - 15 글자를 입력합니다.
P2 플레이리스트 에디터에 대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P2 Web Application”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pro-av.panasonic.net/en/manual/index.html

참 조

 • [NETWORK SEL]이 [WLAN], [4G/LTE], [LAN]일 때, 전원을 켠 후 시작 시간이 네트워크 시작으로 인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NETWORK SEL]이 [OFF]일 때, 네트워크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NETWORK SEL]의 설정을 변경할 때, 변경은 카메라를 재시작할 때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설정이 변경된 후, 설정 스크린 종료는 네트워크 서비스의 

재시작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모두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설정 스크린의 종료시 [CANNOT ACCESS GATEWAY!] 경고가 나타나면,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디폴트 게이트웨이와 DNS를 사용하지 않으면, [0.0.0.0]으로 설정합니다.
 • DHCP와 DNS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플레이리스트 편집 기능 도중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숫자는 1입니다.

리모트 작동 패널(AK-HRP200G)로 연결 설정

IP 연결을 통한 리모트 작동 패널 AK-HRP200G(옵션)을 연결하여 일부 기능을 원격으로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유선 LAN을 통해 AK-HRP200G를 연결하고 카메라를 원격 콘트롤하려면, 아래 절차의 설정을 구성합니다.

1  카메라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LAN PROPERTY] → [DHCP]를 [DISABLE]로 설정하고, “유선 LAN 설정”(179 페이지)을 참조하여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2 카메라의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IP REMOTE]에서 [ENABLE]을 설정합니다.

3 카메라의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FUNC] → [USER ACCOUNT]에서 각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USER ACCOUNT]: 사용자 계정 이름을 설정합니다.(초기 설정 : [guest])
[PASSWORD]: 패스워드를 설정하빈다.(초기 설정 : [p2guest])
사용자 계정은 최대 31 글자를 입력하고 패스워드는 6 - 15 글자를 입력합니다.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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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K-HRP200G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 AK-HRP200G와 같이 공급하는 ROP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참 조

 • AK-HRP200G를 연결하려면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용자 계정 이름
- 패스워드
- IP 어드레스
- 포트 번호 : 49152

 • Ver3.00.00 혹은 AK-HRP200G의 최신 버젼을 사용합니다.
 • ROP 설정 소프트웨어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AK-HRP200G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 Ver3.0.0.0 혹은 ROP 설정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젼을 사용합니다.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네트워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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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FTP 클라이언트 기능 사용  

FTP 클라이언트 기능 사용

FTP 클라이언트 기능 사용

무선 LAN(무선 액세스 포인트 연결), 4G/LTE, 유선 LAN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네트워크의 서버 디바이스로 클립을

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구성(무선 LAN, 유선 LAN)과 FTP 클라이언트 설정이 미리 필요합니다.

전송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정

FTP 클라이언트 기능으로 클립을 전송하려면, 연결 데스티네이션과 다른 설정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CLIENT SERVICE]에서 각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FTP SERVER URL]: 연결할 서버의 이름 혹은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최대 500글자)
[LOGIN USER]: 연결할 사용자 ID를 설정합니다.(최대 31글자)
[LOGIN PASSWORD]: 연결할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최대 15글자) 설정된 패스워드는 카메라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SSH]:

 • [ENABLE]: SSH를 사용합니다.

 • [DISABLE]: SSH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SH PORT]: SSH가 사용될 때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서버와 동일한 번호를 설정합니다. .

참 조

 • [WLAN]이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EWORK SEL]에서 설정되고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WIRELESS PROPERTY] →
[TYPE]에서 [DIRECT]가 설정되면 FTP 클라이언트 기능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작동 확인 툴, 상태 표시, 초기화

아래와 같이 FTP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결 확인(PING)

1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2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TOOL]에서 [PING]을 선택합니다.

3 설정된 어드레스로 연결 상태 확인을 실행합니다.

연결이 약 30초 안에 되지 않으면 [PING FAILED!]가 나타납니다. 로그가 실패의 원인을 표시합니다.
연결이 확인되면, [PING SUCCESSFULL!]이 나타납니다.

 ■ 연결 로그 디스플레이(LOG)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TOOL]에서 [LOG DISPLAY]를 선택합니다.

로그가 나타납니다.

2 로그를 확인한 후, <EX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참 조

 • 로그에서 일부 작동은 어떠한 정보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 패스워드는 로그에서 [*]로 표시됩니다.

 ■ 상태 디스플레이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TOOL]에서 [STATUS DISPLAY]를 선택합니다.

연결 상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로그를 확인한 후, <EXIT>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 메뉴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참 조

 • 상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려면 절차를 다시한번 실행합니다.
 •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LAN PROPERTY] → [DHCP] 혹은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WIRELESS PROPERTY] → [DHCP]에서
[ENABLE]이 설정되면, IP 어드레스와 다른 필요 정보들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하지만, 상태 정보는 어드레스 정보를 획득하는 동안 정확하게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정확하게 설정되었을 때만 상태 정보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네트워크 설정(무선 LAN, 유선 LAN)에 대한 [PRIMARY DNS] 설정 없이 [SECONDARY DNS]만 설정되면, [DNS1]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네트워크 설정 초기화

1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TOOL]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2 <SET>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설정 메뉴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SSH를 사용하여 파일을 전송할 때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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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서버 폴더 리스트(FTP 익스플로러 스크린)

FTP 서버 폴더의 정보와 서브 폴더 리스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원하는 CONTENTS 폴더의 썸네일 리스트도 디스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P2 카드의 폴더 저장 클립)

1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2 메인 메뉴 → [CLIP] → [EXPLORE]에서 [FTP]를 선택합니다.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

1

2

4

3

1  상태 표시
스크린이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2 FTP 서버 정보
[URL] : 연결된 FTP 서버의 어드레스
[USER ID] :  로그인한 사용자의 ID
[SSH] : [SSH]의 [ENABLE]/[DISABLE] 표시

3 미디어 상태
P2 카드 삽입 상태, 하드 디스크 연결 상태, 형태,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미디어 상태 표시에 대하여, “카드 슬롯, 스토리지 디바이스,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상태 디스플레이”(101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 네트워크 상태 표시의 디스플레이는 실제 상황 몇 초 뒤에 업데이트됩니다.

4 폴더 정보
[PATH] : FTP 서버의 현재 폴더의 경로
[NO.] : 폴더 번호
[FOLDER NAME] : 폴더 이름
[DATE] :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TIME] :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

참 조

 •
 •
폴더 리스트는 폴더만 디스플레이하고 일반 파일이나 연결 파일은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은 현재 폴더를 표시합니다. 날짜와 시간 정보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날짜와 시간 정보는 FTP 서버의 정보에 따라 현지 시간 혹은 세계 표준시를 표시합니다. 
일부 경우, 연도 혹은 시간만 디스플레이합니다.

 • FTP 서버에 따라 텍스트가 대소문자를 구분하는지 여부
 • 멀티 바이트 글자를 이용한 폴더 이름은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최대 100개의 폴더가 하나의 폴더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101번째 폴더와 다음 폴더는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CLIENT SERVICE] → [FTP SERVER URL]에서 직접 폴더 이름을 입력하면, 101번째 이후의 폴더라 하더라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연결성과 폴더 외관은 컴퓨터 등으로 FTP 서버에 연결되었을 때와 다릅니다.
 • FTP 서버와 연결 환경에 따라, 에러 메시지는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결 절차를 중단하려면 <SET> 버튼을 누릅니다.
 •  에러가 발생하면, 작동을 다시 실행합니다.
 • LAN 케이블을 삽입 혹은 무선 LAN을 통한 연결 직후에 네트워크 작동이 실행되거나 이전 작동의 취소 직후 작동이 다시 실행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 몇 번의 시도 후에도 연결 에러가 계속되면,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NETWORK TOOL] → [PING]을 확인합니다. FTP로 연결은 [PING]이 
실패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PING 확인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환경을 책임지는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ING] 실패시, 아래 아이템을 확인합니다.
- 
- LAN 케이블이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 경로상의 허브와 라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 [PING]이 설공한 후에도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래 아이템을 확인합니다.
- FTP 서버의 서버 기능 서비스가 작동 중인지
- 
- FTP 서버로 액세스를 허용하는 사용자 ID와 패스워드가 설정되었는지

 •

통신 경로에 방화벽이 있지 않은지

일부 온스크린 작동은 FTP 클라이언트 기능이 취소된 후에 잠시동안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FTP 클라이언트 기능 사용

네트워크 구성이 정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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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에서 커서 버튼 작동

: 커서 위치의 서브 폴더의 내용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현재 폴더의 상위 레벨 폴더의 내용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 커서가 이동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상/하 누름 : 커서는 리스트의 상단/하단 폴더로 이동합니다.

참 조

 •
 • 이전 폴더의 커서 위치가 저장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커서 위치는 상단 폴더로 리셋됩니다.
 • 썸네일이 디스플레이되면, 이전에 디스플레이된 폴더 리스트의 커서 위치만 저장됩니다. 

FTP 썸네일 스크린

1

1  FTP 서버/폴더 정보
[URL] : 연결된 FTP 서버의 주소
[USER ID] : 로그인한 사용자의 ID
[SSH] :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CLIENT SERVICE] → [SSH]에서 [ENABLE]/[DISABLE] 표시

서버 작동 사양 혹은 액세스 권리 설정에 따라, 폴더 내용 혹은 폴더 경로가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ATH] : 현재 디스플레이된 썸네일의 폴더의 FTP 서버 경로가 포함됩니다.
[DATE] :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
[TIME] : 마지막 업데이트 시간

참 조

 • 프록시 레코딩 클립이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면,      (적색)이 썸네일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프록시 레코딩 클립에만 
디스플레이되어 메인 레코딩의 오디오와 비디오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표시합니다.

 • <EXIT> 버튼을 눌러 익스플로러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 1001번째 클립과 그 다음 클립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날짜와 시간 정보는 FTP 서버의 정보에 따라 현지 시간 혹은 세계 표준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 . ]를 이용하여 썸네일을 여는 것은 폴더의 날짜와 시간을 디스플레이하지 않습니다.

FTP 서버의 클립 삭제

더 이상 필요없는 FTP 서버의 클립은 P2 카드의 클립과 동일한 방법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클립 삭제”(10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 디스플레이된 FTP 썸네일 스크린을 그냥 두면, FTP 서버는 잠시 뒤에 연결이 끊어집니다. 서버가 끊어진 뒤, 클립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으로 돌아가고 FTP 썸네일 스크린을 다시 디스플레이하고 나서 클립을 삭제합니다.

FTP 서버의 클립의 정보 보기

FTP 서버의 클립의 메타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하는 정보와 절차는 P2 카드 클립 속성과 동일합니다.

1  커서를 FTP 썸네일 스크린의 타깃 클립으로 이동시킵니다.

클립의 상세한 정보가 스크린에서 디스플레이되고 확인됩니다.

2 메인 메뉴 → [CLIP] → [PROPERTY]에서 [CLIP PROPERTY]를 선택합니다.

참 조

 • 메타 데이터는 볼 수 있지만 편집할 수 없습니다.
 • FTP 썸네일 스크린이나 디스플레이된 클립 속성을 그냥 두면, FTP 서버는 잠시 뒤에 연결이 끊어집니다. 서버가 끊어진 뒤, 
썸네일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으로 돌아가고 FTP 썸네일 스크린을 다시 디스플레이합니다.

P2 카드에서 FTP 서버로 전송(복사)

P2 카드의 클립은 FTP 서버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1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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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송될 클립을 선택합니다.

3  메인 메뉴 → [CLIP] → [COPY]에서 [FTP]를 선택합니다. 
프록시 레코딩만 복사하면, 메인 메뉴 → [CLIP] → [COPY]에서 [FTP(PROXY)]를 선택합니다.
FTP 서버의 폴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4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전송 데스트네이션 폴더를 선택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SEL> 버튼을 눌러(<MULTI SEL>) 현재 폴더 리스트에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가 자동으로
새 폴더의 이름으로 입력됩니다. 폴더 이름 설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글자는 FTP 서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폴더와 동일한 폴더 이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커서를 [YES]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복사가 시작됩니다.
클립으로 임포트하는 과정에 대해, “클립 복사”(10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COPY COMPLETED!]가 나타납니다.

참 조

 • 아래의 카테고리으로 떨어진 프록시 레코딩 클립이 FTP 서버로 전송될 때, 서버에 개별적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복사 프로세스를 취소하려면,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CANCEL]에 위치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CANCEL] 확인 메시지에서, 

- 메모리 카드에 연속 레코딩 시간을 초과하여 레코드된 클립
- 여러 개의 메모리 카드에 걸쳐 레코드된 클립
- 원클립 레코딩을 통해 레코드된 클립

 • 멀티 바이트 글자를 이용한 폴더 이름은 정확하게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서버의 클립 숫자와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썸네일 디스플레이나 복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으면, 복사 데스티네이션의 부분적으로 복사된 클립은 삭제됩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불완전 클립은 FTP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 복사가 시작된 후, 분리 에러는 더 이상 감지되지 않습니다. 복사 프로세스가 멈추면 복사 작동을 취소합니다.
 • FTP 서버의 여유 공간의 양에 대해서 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미리 FTP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 FTP 서버의 잔여 공간이 0이 되면 FTP 서버에 따라 에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복사 작동을
취소합니다.

 • 클립을 1000개 이상 보유한 FTP 서버 데스티네이션 폴더에 클립은 복사되지 않습니다.
 • SSH를 이용하여 클립을 전송하려면, FTP 서버는 SSH를 지원해야 합니다.
 • SSH를 이용하는 것은 전속 속도를 줄입니다.
 • 컴퓨터나 다른 디바이스에서 전송 결과를 확인하려면, 컴퓨터 혹은 다른 디바이스의 디스플레이 리프레쉬가 필요합니다.

FTP 서버에서 P2 카드로 다시 쓰기(복사)

네트워크에서 FTP 서버에서 선택된 클립을 P2 카드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1  FTP 썸네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복사할 클립을 선택합니다.

3  메인 메뉴 → [CLIP] → [COPY]에서 [SLOT 1]/[SLOT 2]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사가 시작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COPY COMPLETED!]가 나타납니다.

참 조

 • 메인 레코딩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포함한 클립만 FTP 서버에서 P2 카드로 다시 씌여질 수 있습니다. 프록시 레코딩 클립만은 FTP 서버에서 P2 카드로
다시 씌여질 수 없습니다.(에러 메시지 [UNKNOWN CONTENTS FORMAT!]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프록시 레코딩 클립은 SD 메모리 카드로 다시 씌여지기만 가능합니다.
다시 쓰기 절차는 “FTP 서버에서 SD 메모리 카드로 다시 쓰기(임포트)”(18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복사 프로세스를 취소하려면,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CANCEL] 에 위치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CANCEL] 확인 메시지에서, 

이 기능은 메인 레코딩의 이미지와 사운드를 포함하지 않은 프록시 레코딩 클립에 대해서 재생과 메타 데이터 편집만 하는 일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버의 클립 숫자와 네트워크 조건에 따라, 썸네일을 디스플레이하거나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복사 데스티네이션에 절반정도 복사된 클립은 삭제됩니다.

 • 복사를 시작한 후, 분리 에러는 더 이상 감지되지 않습니다. 복사 프로세스가 멈추면 복사 작동을 취소합니다.
 • 클립을 1000개 이상 보유한 복사 데스티네이션 P2 카드 폴더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 SSH를 이용하여 클립을 전송하려면, FTP 서버는 SSH를 지원해야 합니다.
 • SSH를 이용하는 것은 전송 속도를 줄입니다.
 • 복사와 같은 작업 도중 에러가 발생한 이후, FTP 서버는 분리되고 작동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으로 돌아가고,
FTP 썸네일 스크린을 다시 디스플레이하고 나서 복사 혹은 다른 작동을 재시작 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FTP 서버로 전송(엑스포트)

SD 메모리 카드의 데이트를 한꺼번에 FTP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THUMBNAIL> 버튼을 누릅니다.

썸네일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2  메인 메뉴 → [CLIP] → [EXPORT]에서 [SD CARD]를 선택합니다. 
FTP 서버의 폴더들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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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서 버튼을 이용하여 전송 데스티네이션 폴더를 선택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로 <SEL> 버튼을 눌러(<MULTI SEL>) 현재 폴더 리스트에 새 폴더를 생성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숫자가 자동으로
새 폴더의 이름으로 입력됩니다. 폴더 이름 설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글자는 FTP 서버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폴더와 동일한 폴더 이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4 커서를 [YES]로 이동시키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엑스포팅이 시작됩니다.
엑스포팅이 완료되면 [COPY COMPLETED!]이 나타납니다.

참 조

 • 엑스포트되는 클립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멀티 바이트 글자를 이용한 폴더 이름은 정확하게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
네트워크가 끊어지지 않으면, FTP 서버에 남아 있는 부분적으로 엑스포트된 파일은 삭제됩니다.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 엑스포팅이 시작된 후, 분리 에러는 더 이상 감지되지 않습니다. 복사 프로세스가 멈추면 엑스포트 작동을 취소합니다.
 • FTP 서버의 여유 공간의 양에 대해서 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미리 FTP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도록 합니다.

 • FTP 서버의 잔여 공간이 0이 되면 FTP 서버에 따라 에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엑스포트 작동을
취소합니다.

 •

 • 의도하지 않은 덮어쓰기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새 폴더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엑스포트합니다.
 • SSH를 이용하여 클립을 전송하려면, FTP 서버는 SSH를 지원해야 합니다.
 • SSH를 이용하는 것은 전송 속도를 줄입니다.

FTP 서버에서 SD 메모리 카드로 다시 쓰기(임포트)

네트워크상의 FTP 서버에서 선택된 폴더를 SD 메모리 카드로 다시 쓸수 있습니다.

1  FTP 익스플로러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설정된 서버의 폴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다시 씌여질 폴더를 선택합니다.

3 메인 메뉴 → [CLIP] → [IMPORT]에서 [SD CARD]를 선택합니다.

다시 쓰기가 완료되면 [COPY COMPLETED!]이 나타납니다.

참 조

 •

 • 쓰기를 시작한 후, 분리 에러는 더 이상 감지되지 않습니다. 복사 프로세스가 멈추면 임포트 작동을 취소합니다.
 • 선택된 폴더의 파일의 숫자 혹은 크기와 네트워크 조건과 같은 변수에 따라, 다시 쓰기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SD 메모리 카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경로 이름을 가진 파일은 다시 씌여집니다. 하지만, 경로 이름이 동일하지만 형태가 다르면(폴더와 파일),

 • 의도하지 않은 덮어쓰기를 방지하려면, 가능한 한 덮어쓰기를 하기 전에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합니다.
 • SSH를 이용하여 클립을 전송하려면, FTP 서버는 SSH를 지원해야 합니다.
 • SSH를 이용하는 것은 전송 속도를 줄입니다.

Chapter 10 네트워크 연결 - FTP 클라이언트 기능 사용

파일의 숫자, 파일의 크기, 네트워크 조건과 같은 변수에 따라 엑스포팅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 프로세스를 중단하려면, <SET>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CANCEL]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불완전 파일은 FTP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기존 폴더가 선택되고 SD 메모리 카드에 포함된 데이터와 동일한 경로 이름을 가진 파일이 선택된 폴더에 포함되어 있으면, 파일은 덮어씌여집니다.
하지만, 경로 이름이 동일하지만 형태가 다르면(폴더와 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OK]를 선택하여 SD 메모리 카드로 다시 쓰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쓰기 프로세스를 취소하려면, <SET> 버튼을 누릅니다. 나타나는 [CANCEL] 확인 메시지에서, [YES]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누릅니다. SD 메모리 카드에 부분적으로 다시 씌여진 파일은 삭제되지만, 성공적으로다시 씌여진 파일은 남아 있습니다.



촬영하기 전에 카메라의 다양한 부분을 검사합니다. 카메라의 유지 보수 혹은 에러 메시지를 설명합니다. .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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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촬영전 검사  

촬영전 검사
촬영하기 전, 아래의 검사를 실행하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칼라 비디오 모니터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 준비

1

2

1 5 9 9 min
2 1 9 9 min NECS E 1

. V

F B C
C A C

COM

D R S

그림 1 그림 2

1  충분히 충전된 배터리를 부착합니다.

2 <POWER> 스위치를 <ON>으로 돌리고, 뷰 파인더의 배터리 충전 레벨 표시를 확인합니다.(그림 1)

잔여 배터리 레벨이 낮으면, 충분히 충전된 배터리고 교체합니다.

3 P2 카드를 카드 슬롯에 삽입하고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그림 2)

 • P2 카드가 삽입된 카드 슬롯의 P2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으로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P2 카드가 2번 슬롯에 삽입되면, 최초로 P2 카드가 삽입된 
P2 카드 액세스 LED만 주황색으로 켜집니다.(처음으로 액세스 완료) P2 카드가 이어서 삽입된 P2 카드 액세스 LED는 녹색으로 
켜집니다.

•
없습니다.

카메라 유닛 검사

1  줌을 전자 줌 모드로 설정하고 전자 줌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망원과 광각 사이의 이미지 변경을 확인합니다.

2 줌을 수동 줌 모드로 설정하고 수동 줌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수동 줌 레베를 돌려 망원과 광각 사이의 이미지 변경을 확인합니다.

3 조리개를 자동 조정 모드로 설정하고, 렌즈가 밝기의 정도 차이를 가진 물체를 겨냥했을 때 자동 조정 작동을 
확인합니다.

4 조리개를 수동 조정 모드로 설정하고 조리개 리이을 돌려 수동 조리개 조정을 확인합니다.

5 조리개를 다시 자동 조정 모드로 설정하고 <GAIN> 스위치 설정을 <L>, <M>, <H>로 전환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설정이 변경되는 대로 조리개가 동일한 밝기의 정도를 가진 물체에 대해 조정됩니다.

•

6 익스텐더가 있는 렌즈가 부착되면, 익스텐더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용 위치에 익스텐더를 설정합니다.

메모리 레코딩 기능 검사

“P2 카드 레코딩 검사”에서 “이어폰과 스피커 검사”까지 연속으로 절차를 실행합니다.

P2 카드 레코딩 검사

1  뷰 파인더 디스플레이에서, 잔여 P2 카드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상세 내용은 “스크린 디스플레이”(152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P2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으로 반짝입니다.

2 <REC> 버튼을 눌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

3 <REC>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4 손잡이의 <REC> 버튼을 이용하여 스텝 2, 3의 동일한 행위를 확인합니다.

렌즈의 <VTR> 버튼에 대한 것과 동일한 검사를 실행합니다.

뷰 파인더의 [REC] 램프가 켜집니다.

시스템 경고가 뷰 파인더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뷰 파인더의 gain 값 디스플레이는 설정이 변경되는 대로 변합니다.

P2 카드가 삽입된 카드 슬롯에 대한 P2 카드 액세스 LED가 녹색으로 반짝이거나 켜지지 않으면, 그 P2 카드는 레코딩에 이용할 수

P2 카드 액세스 LED가 주황색으로 켜지는지와 [REC] 램프가 뷰 파인더 스크린에서 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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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UMBNAIL> 버튼을 눌러 썸네일 스크린으로 전환하고, 썸네일에서 방금 레코드한 클립을 재생합니다.

클립 재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합니다.

6 P2 카드 슬롯에 2개의 카드가 삽입되면, [SLOT SEL]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눌러 타깃 P2 카드를
전환합니다.

스텝 2에서 3과 스텝 5를 실행하여 레코딩과 재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디오 레벨 자동 조정 검사

1  <AUDIO> 버튼을 눌러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CH1/CH2에서 [IN]을 [FRONT]로 설정합니다.

3 CH1/CH2에서 [LVL]을 [AUTO]로 설정합니다.

4 <MIC IN> 터미널에 연결된 마이크로폰을 적당한 오디오 소스로 돌리고, 오디오 볼륨에 따른 CH1/CH2 변화에 대한 양쪽의 레벨
디스플레이를 확인합니다.

오디오 레벨 수동 조정 검사

1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2 CH1/CH2에서 [IN]을 [FRONT]로 설정합니다.

3 CH1/CH2에서 [LVL]을 [MANU]로 설정합니다.

4 <AUDIO> 버튼을 눌러 SmartUI의 [AUD01:LEVEL]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5 <MIC IN> 터미널에 연결된 마이크로폰을 적당한 오디오 소스로 돌리고, CH1/CH2에 대한 오디오 볼륨 설정을
조정합니다.

6 CH1/CH2의 [+] 아이템을 선택하여 레벨 디스플레이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어폰과 스피커 검사

1  <MONITOR> 다이얼을 조정하고 스피커 볼륨 변경을 확인합니다.

2 이어폰을 <PHONES>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스피커가 음소거되고 마이크로폰에서의 출력이 이어폰으로 직접 가는지 확인합니다.

3 <MONITOR> 다이얼을 조정하고 이어폰 볼륨 변경을 확인합니다.

외부 마이크로폰 사용에 대한 검사

1  외부 마이크로폰을 <AUDIO IN CH1/3> 터미널 혹은 <AUDIO IN CH2/4>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2 <LINE>/<MIC> 스위치를 <MIC>로 설정합니다.

3 마이크로폰 입력 파워 스위치를 외부 마이크로폰에 대한 파워 서플라이에 따라 전환합니다.

 • 선택 아이템

- <+48V> : 외부 파워 서플라이의 마이크로폰
- <OFF> : 내부 파워 서플라이의 마이크로폰

4 SmartUI의 [AUD02:INPUT]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5 CH1/CH2의 [IN]을 [REAR]로 설정합니다.

6 마이크로폰을 오디오 소스로 돌리고, 뷰 파인더 혹은 SmarUI의 오디오 레벨 디스플레이가 오디오 볼륨에 따라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마이크로폰을 각 채널에 연결하여 각각의 채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계, 시간 코드, 사용자 비트에 대한 검사

1  필요에 따라 사용자 비트를 설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사용자 비트 설정”(9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2 시간 코드를 설정합니다.

상세 내용은 “시간 코드 설정”(93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3 SmartUI의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4 <COUNTER> 버튼을 눌러 [TC]를 디스플레이합니다.

5 <SETUP> 버튼을 눌러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촬영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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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C_MD]를 [R-RUN]으로 설정합니다.

7 <HOME> 버튼을 눌러 SmartUI의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8 <REC> 버튼을 누릅니다.

카운터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레코딩이 시작되면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9 <REC>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카운터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레코딩이 정지하면 변경을 정지하는지 확인합니다.

10  SmartUI의 [SET01:TC/UB]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11  [TC_MD]를 [F-RUN]으로 설정합니다.

12  <HOME> 버튼을 눌러 SmartUI의 [HOM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카운터 디스플레이의 숫자가 레코딩 상태에 상관없이 변하는지 확인합니다.

13  <DISP/MODE CHK> 스위치를 <CHK> 쪽으로 밀고 뷰 파인더에 디스플레이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DATE], [TIME]과 시간 대역이 부정확하면, 정확한 날짜/시간을 설정합니다.(42 페이지) 

참 조

 • [DATE], [TIME]에 근거한 날짜와 시간 데이터, 시간 대역 설정은 클립에 레코드되고 썸네일 작동에서 재생 순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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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내장 배터리 충전

카메라는 내장 배터리를 사용하여 날짜와 시간을 기억합니다.

뷰 파인더에       가 나타나면, 내장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아래 절차로 내장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1  <POWER> 스위치가 <OFF>인지 확인합니다.

2 배터리 혹은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를 카메라에 연결합니다.

배터리 혹은 외부 DC 파워 서플라이의 연결에 대한 상세 내용은, “파워 서플라이”(2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3 카메라를 약 4시간 동안 그대로 둡니다.

내장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충전을 완료한 후,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고 시간 대역을 확인합니다.

충전 후에도 여전히      가 디스플레이되면, 내장 배터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4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경고 시스템  

경고 시스템
카메라를 켠 직후 혹은 작동 도중, 에러가 감지되면, 뷰 파인더, <WARNING> 램프, tally 램프는 에러를 표시합니다.
아래 표시에 따라 에러를 처리합니다.

에러 코드로 표시되는 경우

에러 코드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E-30]
[TURN POWER OFF]
[P2 CARD]

P2 카드 엑세스 도중 배출로 인하여
카메라 내장 메모리에 에러 발생

 •

 • 작동할 수 없습니다.

 • 메시지를 따라서 전원을 한번 끄고, 다시 전원을
켭니다.

 • 배출된 카드의 클립에 에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시 클립을 복구합니다.

[E-31]
[TURN POWER OFF]
[SYSTEM MODE]

시스템 모드 에러 발생
•

 • 작동할 수 없습니다.

 • 메시지를 따라서 전원을 한번 끄고, 다시 전원을
켜고 에러 디스플레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E-33]
[SYSTEM ERROR]
[CAMERA]

카메라 유닛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5]
[SYSTEM ERROR]
[CODEC]

코덱 콘트롤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6]
[SYSTEM ERROR]
[P2 SYSTEM]

P2 시스템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7]
[SYSTEM ERROR]
[P2CS]

P2CS 마이크로컴퓨터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39]
[SYSTEM ERROR]
[INITIALIZE]

비디오 초기화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상담실로 문의합니다.

[E-64]
[SYSTEM ERROR]
[FRAME SIGNAL]
(or no display)

레퍼런스 시그널 에러 발생
 •

 • 작동이 정지합니다.

 • 고객상담실로 문의합니다.

에러 메시지로 표시되는 경우

레코딩/재생 도중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AUTH NG CARD] (슬롯 번호)
microP2 메모리 카드의 CPS 인증은 실패했습니다.
CPS 인증을 실패한 microP2 메모리 카드는 레코드 혹은
재생될 수 없습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메인 메뉴 → [CLIP]에서 [AUTHENTICATE]를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BACKUP BATT EMPTY]
전원을 켰을 때 내부 시계에서 백업 배터리에서  
어떠한 전압 강하라도 디스플레이합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내장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CARD ERROR] (슬롯 번호)

레코딩 도중 P2 카드에 의해 데이터 에러가 발생했을 때
디플레이됩니다.
다음 작동까지 레코딩이 정지한 후 디스플레이됩니다.
P2 카드 에러가 재생 정지를 야기할 때 재생 도중 
3초간 디스플레이됩니다.

 • 레코딩 도중 에러가 발생하면, tally 램프가 

반짝입니다.

•
않습니다.

 • 작동이 정지합니다.

 • 정지한 후, 에러가 발생한 P2 카드는 쓰기 방지로 됩니다.
에러가 발생한 슬롯의 P2 카드를 교체합니다.

[DIR NG CARD] (슬롯 번호) 디렉토리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카드 백업을 즉시 실행하고 카드를 포맷하여
다시 사용합니다.

[FAN STOPPED] 팬 모터가 정지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에러로 팬이 정지하면, 카메라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팬이 정지하면, 카메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HIGH TEMPERATURE]
카메라 내부 온도가 정상 조건의 온도보다
높습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카메라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켜고, 레코딩과 
재생 작동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PB INTERMITTENT] (슬롯 번호)
SDHC/SDXC 메모리 카드에서 재생이 중단되었습니다.
재생 퍼포먼스가 보장되지 않은 카드가
삽입되었습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microP2 혹은 P2 메모리 카드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PROXY ERROR] 내부 프록시 모드에서 발생한 에러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카메라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켜서 레코딩과 재생을 
확인합니다. 에러가 계속 발생하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Tally 램프는 초당 4회 반짝입니다.

재생 도중 에러가 발생할 때 tally 램프는 반짝이지

레코딩 정지 후 약 3초간 초당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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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REC WARNING] 프록시 데이터 레코딩 에러 발생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카메라를 끄고 다시 켜서 레코딩과 재생을 확인합니다.
에러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C IMPOSSIBLE] (슬롯 번호)
microP2 카드 어댑터에 삽입된 SDHC/SDXC 메모리 카드가
P2 메모리 카드 슬롯에 삽입되었습니다.
SDHC/SDXC 메모리 카드로의 레코딩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microP2 혹은 P2 메모리 카드로 레코드합니다.

[REC WARNING]
[FRAME SIGNAL]

비디오 혹은 오디오 에러가 레코딩 도중 발생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반짝입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입력 시그널이 중단되면, 
레코딩은 중단된 이미지가 레코드되는 동안 계속 
됩니다. 
카메라로 입력되는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 전원을 끄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켭니다.

[REC WARNING]
[OVER MAX# CLIPS]

하나의 P2 카드에 가능한 클립의 최대 숫자를 초과하여
레코드를 초과하여 시도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반짝입니다.

 • 현재 작동은 정지합니다.

 • P2 카드를 교체하거나 불필요한 클립을 삭제합니다.

[REC WARNING]
[PULL DOWN]

(레코딩 도중 발생)
비디오 풀다운 시퀀스와 시간 코드값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
반짝입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REC WARNING]
[PULL DOWN ERROR]

(레코딩 도중이 아닌 시기에 발생)
비디오 풀다운 시퀀스와 시간 코드값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시그널을 확인합니다.

[REC WARNING] 
[REC DATA]

레코딩 도중 레코드된 데이터에서 에러가 발생할 때
디스플레이됩니다.

 •
반짝입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되거나 정지합니다.

 • 전원을 끄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켭니다.

[RUN DOWN CARD] (슬롯 번호)
덮어쓰기의 최대 횟수를 초과하였습니다.  • 현재 작동은 계속됩니다.

 • P2 카드의 교체를 권장합니다.

[TEMPORARY PAUSE]
[IRREGULAR SIG]

<GENLOCK IN> 혹은 <SDI OUT/IN(OP)> 터미널 등의
입력 시그널의 중단으로 인해 올바른 레코딩이 불가능하고
레코딩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클립은 분할됩니다.

 •
반짝입니다.

 • 현재 작동은 잠시 멈춥니다.

 • 시그널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레코딩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루프 레코딩 도중, 레코딩은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썸네일과 메뉴 작동 도중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원인

[AUTHENTICATION ERROR!] 수동 인증 실패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CANNOT ACCESS!]
콘텐트 손상 몇몇 다른 이유로 인하여 데이터가
액세스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클립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CANNOT CHANGE!]
썸네일이 생성될 수 없는       마크가 있는 클립에 대해,

썸네일은 텍스트 메모 위치에서 수정될 수
없습니다.

설정과 콘텐트를 정정하여 썸네일의 디스플레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CANNOT DELETE!] 콘텐트 버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디바이스와 콘텐트 버젼을 일치시킵니다.

[CANNOT FORMAT!]
P2 카드 문제 혹은 몇몇 다른 이유가 포맷을
방해합니다.

P2 카드를 확인합니다.

[CANNOT RE-CONNECT!]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되지 않은 클립이
선택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클립이 다시 합쳐지지
않습니다.

선택된 콘텐트를 확인합니다.

[CANNOT REPAIR IN SELECTION!] 선택된 클립의 일부가 보정되지 않습니다. 선택된 콘텐트를 확인합니다.

[CANNOT REPAIR!] 보정할 수 없는 콘텐트가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콘텐트를 확인합니다.

[CANNOT SAVE! FILE NAME IN USE]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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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메모리 카드 혹은 32GB 

동일한 이름의 설정 파일이 sd 메모리 카드에

이하 용량의 microP2 메모리 카드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32GB 이상의 용량을 가진 microP2 카드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복사합니다.

[INVALID VALUE!] 입력한 데이터값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LACK OF CAPACITY!] 카드에 충분한 레코딩 용량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MISSING CLIP!]
숏 마크는 여러 개의 P2 카드에 걸쳐 레코드된 모든
클립이 없으면 클립에 붙을 수 없습니다.

레코딩이 연장되어 있는 모든 P2 카드를 삽입합니다.

[NO CARD!] P2 혹은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미디어를 삽입합니다.

[NO COPY TO SAME CARD!]
클립은 원본 클립을 저장하고 있는 클립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클립을 원본 클립을 저장하고 있지 않은 카드에
복사합니다.

[NO FILE!]

[NO INPUT!]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서 설정합니다.

[NO SD CARD!] SD 메모리 카드 없음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NOT SELECTED!] 클립 선택없이 삭제를 시도하는 것 삭제할 클립을 선택합니다.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경고 시스템

연속 레코딩 도중 Tally 램프가 초당 4회

연속 레코딩 도중 Tally 램프가 초당 4회

연속 레코딩 도중 Tally 램프가 초당 4회

연속 레코딩 도중 Tally 램프가 초당 4회

연속 레코딩 도중 Tally 램프가 초당 4회

충분한 레코딩 용량이 있는 카드를 삽입합니다.

파일을 확인합니다.지정된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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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CLIP IS SELECTED!]
선택된 클립에 동일한 클립의 복수 사례(복사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클립의 복수 사례(복사본)는 동시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동일 클립의 사례를 선택된 아이템에서
제거합니다.

[TOO MANY CLIPS!] 너무 많은 클립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된 클립의 숫자를 줄입니다.

[UNKNOWN CONTENTS FORMAT!]

카메라로 지원하지 않는 콘텐츠의 
경고입니다.

디바이스와 콘텐트 버젼을 일치시킵니다.

FTP 서버에서 P2카드로 프록시 레코딩 클립만
다시 쓸 수 없습니다.

SD 메모리 카드에 프록시 레코딩 클립을 다시 씁니다.
(임포트)

[UNKNOWN DATA!]
메타 데이터 글자 코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메타 데이터 글자 코드는 UTF-8입니다. 뷰어를 사용하여
유효한 글자를 입력합니다.

[USER CLIP NAME MODIFIED!]
클립 이름에 카운터값을 추가할 때
글자가 삭제됩니다.

카운터 추가 설정에 대해, 사용자 클립 이름에 카운터값을 
더하는 것은 최대 100바이트까지만 가능합니다.
클립 이름의 글자는 글자의 전체 숫자가 이 제한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WRITE PROTECTED!] P2 카드 혹은 SD 메모리 카드가 쓰기 방지되어 있습니다. 쓰기 허용된 미디어를 삽입합니다.

소프트 키보드 작동 도중

디스플레이 설명 조치와 반응

[AUTHENTICATION ERROR!] 수동 인증 실패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CANNOT CHANGE!]
텍스트 메모가 없을 때, [PERSON] 아이템(메모를 입력한
사람)을 입력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CANNOT SET!]
[INVALID VALUE!]

입력된 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을 변경합니다.

[CANNOT SET!]
[NO INPUT!]

소프트웨어 키보드에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CANNOT SET!]
[RETRY PASSWORD IS DIFFERENT!]

재입력된 패스워드가 다릅니다. 정확한 레퍼런스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USB 호스트 모드 도중

메시지 설명 조치

[CANNOT ACCESS CARD!] P2 카드 액세스 도중 발생한 에러 P2 카드를 확인합니다.

[CANNOT ACCESS TARGET!] 연결 타깃 액세스 도중 발생한 에러 스토리지 디바이스 상태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CANNOT COPY! FORMAT STORAGE 
DEVICE TO FAT]

클립을 복사할 수 있는 파티션이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FAT 포맷에서 다시 포맷하거나 P2 카드를 파티션을 생성
하도록 엑스포트합니다.

[CANNOT FORMAT!]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포맷할 수 없습니다. 연결된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변경합니다.

[CANNOT RECOGNIZE STORAGE 
DEVICE!]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재부팅하거나 다른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연결합니다.

[CANNOT SELECT! MAX.6 PARTITIONS]
6개의 파티션 이상을 가진 스토리지 디바이스는 선택할 
(동시 장착) 수 없습니다.

선택된 파티션을 릴리스합니다.

[CARD IS EMPTY! CANNOT COPY!] 복사할 P2 카드가 비었습니다.
복사 작동은 카드가 비어있으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FORMAT P2 CARD!] 클립을 포함한 P2 카드로 임포트할 수 없습니다. P2 카드를 포맷합니다.

[LACK OF CAPACITY!]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충분한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거나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포맷합니다.

[MISMATCH COMPONENT!]
복사 소스와 복사 데스티네이션의 P2 카드 모델 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복사 불가

동일한 모델 번호의 P2 카드를 사용하거나 클립 기반에서
임포트합니다.

[STORAGE DEVICE DISCONNECTED!] 스토리지 디바이스와 연결이 분리되었습니다.
USB 케이블을 <USB2.0> 터미널(호스트)에 다시 연결합니다.
그런 이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전원을 한번
끄고 다시 켭니다.

[TOO MANY PARTITIONS!] 너무 많은 파티션이 있습니다.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최대 파티션 갯수는 23입니다.
다시 포맷하거나 새로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UNKNOWN DEVICE CONNECTED!]
호환되지 않는 DVD 드라이브 혹은 다른 디바이스가 
연결되었습니다.

정확한 스토리지 디바이스로 연결된 디바이스를 변경하고
전원을 한번 끄고 다시 켭니다.

[VERIFICATION FAILED!] 복사 실패한 후 비교 확인 실행 다시 복사합니다.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경고 시스템

파일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습니다. 파일을 다시 생성합니다.

[TEXT](텍스트 정보)를 먼저 입력합니다.

충분한 이용 공간이 있는 새로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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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메시지 설명 조치

[CANNOT CONNECT!]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LAN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LAN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기능하는지
확인합니다.

[CANNOT FIND FTP-SERVER!] 연결 데스티네이션 FTP 서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CLIENT SERVICE]
→ [FTP SERVER URL]의 설정이 제대로인지
확인합니다.

[LOGIN FAILED!]
연결 데스티네이션 FTP 서버로 로그인
실패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CLIENT SERVICE] 
→ [LOGIN USER]와 [LOGIN PASSWORD]의 설정이
제대로인지 확인합니다.

[PING FAILED!] [PING] 실패

LAN 설정과 메인 메뉴 → [NETWORK SETUP] →
[CLIENT SERVICE] → [FTP SERVER URL]의 설정이 
제대로인지 확인합니다. LAN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기능하는지 확인합니다.

[CANNOT ACCESS GATEWAY!] 게이트웨이 서버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LAN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CHECK LAN SETTING] 게이트웨이 서버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LAN 설정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IP ADDRESS IS USED!] 설정된 IP 어드레스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중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고 다른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INVALID VALUE!] 입력된 데이터값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범위의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경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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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유지 보수와 검사 -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1  전용 툴 P2_Status_Logger를 이용하여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PASS(P2 Asset Support System)에 회원으로 등록된 고객만 PASS에 로그인해서 전용(P2_Status_Logger)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딩과 P2_Status_Logger 사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PASS에 로그인한 후 디스플레이되는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2 카메를 이용하여 버젼을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적용합니다.
카메라의 버젼을 메인 메뉴 → [DIAGNOSTIC] → [VERSION]에서 확인하고, 아래 참조에 설명된 웹사이트에서 펌웨어의 최신 정보를 액세스하고

다운로드된 파일을 SD 메모리 카드를 거쳐 카메라에 로딩하여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참 조

 •
support desk를 방문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필요에 따라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P2_Status_Logger로,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버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페이지로 이동하여 필요한 펌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용자에게는 다른 혜택도 제공됩니다. 상세 내용은 PASS(P2 Asset Support System)의 웹사이트(http://panasonic.biz/sav/pass_e)를 참조합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펌웨어 업데이트



<SD OUT/IN(OP> 터미널로부터의 디지털 입력의 고퀄리티 레코딩은 옵션 보드를 카메라에 설치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Chapter 12 옵션 보드에서의 추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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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옵션 보드에서의 추가 기능 - HD/SD SDI 입력 보드(AG-YA600G)  

HD/SD SDI 입력 보드(AG-YA600G)
HD/SD SDI 입력 보드 AG-YA600G(옵션)를 설치하여 <SDI OUT/IN(OP)> 터미널을 이용한 디지털 입력을 통한 고퀄리티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보드를 설치할 때, 구입처에서 상담합니다. 보드 설치에 대한 설명은, HD/SD SDI 입력 보드에 제공되는 설치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HD/SD SDI 입력 보드(AG-YA600G)

<SDI OUT/IN(OP)> 터미널에서 디지털 입력의 고퀄리티 레코딩은 이 보드를 설치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SDI 입력 설정

카메라의 SDI 입력 시그널을 레코드하려면, 메인 메뉴 → [SYSTEM MODE] → [REC SIGNAL]에서 [SDI]를 선택합니다.(124 페이지) 

아이템 설정의 설명

[REC SIGNAL] 비디오 입력 시그널을 전환합니다.
[CAM]:  카메라에서의 시그널을 레코드합니다.
[SDI]:  <SDI OUT/IN(OP)> 터미널로부터의 입력을 레코드합니다.

 • 초기 설정 : [CAM]

전원을 한번 끄면, 다음에 전원을 켤 때 항상 [CAM]으로 설정됩니다.



Chapter 13 사양

이 제품의 사양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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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양

전원
DC 12V(11.0V - 17.0V) 
전원 소비
23W(본체만, 1080/59.94i, AVC-Intra 100 표준 레코딩 상태, SmartUI의 백라이트 점등 상태) 
##  W(옵션 보드 AG-YA600G 본체 부착, 1080/59.94i, AVC-Intra 100 표준 레코딩 상태, SmartUI의 백라이트 점등 상태)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주변 작동 온도 0°C - 40°C

주변 작동 습도 10% – 85% (상대 습도)

보관시 온도 -20°C - 60°C

무게 약 2.8Kg(본체만, 배터리, 액세서리 제외)  

크기(W x H x D) 본체만
144mm x 267mm x 350mm 
(돌출부 제외)

카메라 유닛

픽업 디바이스 2/3-type 2.2 million pixels, MOS×3

렌즈 장착 2/3-type bayonet

1: <CLEAR>, 2: <1/4ND>, 3: <1/16ND>, 4: <1/64ND>

Gain [NORMAL] 모드
 • −3, 0, 3, 6, 9, 12, 15, 18, 21, 24, 27, 30dB  

[HIGH SENS.] 모드
 • −6, −3, 0, 3, 6, 9, 12, 15, 18, 21, 24, 27, 30dB 

Super gain (S.GAIN) 30, 36, 42dB에서 선택 가능 

셔터 속도  • 60i/60p 모드 :

1/60 (shutter off),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 sec.

 • 30p 모드 :

1/30 (shutter off), 1/50, 1/60, 1/120, 1/250, 1/500, 1/1000 sec.

 • 24p 모드 :

1/24 (shutter off), 1/50, 1/60, 1/120, 1/250, 1/500, 1/1000 sec.

 • 50i/50p 모드 :

1/50 (shutter off),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sec.

 • 25p 모드 :

1/25 (shutter off), 1/50, 1/60, 1/120, 1/250, 1/500, 1/1000 sec.

Chapter 13 사양 -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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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 셔터 속도  • 60i/60p 모드 :

1/15, 1/30 seconds

 • 30p 모드 :

1/15 seconds

 • 24p 모드 :

1/12 seconds

 • 50i/50p 모드 :

1/12.5, 1/25 seconds

 • 25p 모드 :

1/12.5 seconds

Synchro 스캔 셔터  • 60i/60p 모드 :

1/60.0 – 1/249.8 sec.

 • 30p 모드 :

1/30.0 – 1/249.8 sec.

 • 24p 모드 :

1/24.0 – 1/249.8 sec.

 • 50i/50p 모드 :

1/50.0 – 1/250.0 sec.

 • 25p 모드 :

1/25.0 – 1/250.0 sec.

셔터 오픈 각도 3 deg와 360.0 deg 사이에서 구성 가능(0.5 deg 단위)  

감도  • [NORMAL] 모드

F9 (2000 lx, 3200K, 89.9% reflection, 1080/59.94i)  
F10 (2000 lx, 3200K, 89.9% reflection, 1080/50i)  
 • [HIGH SENS.] 모드

F12 (2000 lx, 3200K, 89.9% reflection, 1080/59.94i)  
F13 (2000 lx, 3200K, 89.9% reflection, 1080/50i)  

최소 피사체 조명 약 0.22  lx (F1.4, +42  dB (S.GAIN), [HIGH SENS.] 모드)

이미지 S/N 62 dB(표준)

수평 해상도 1000 TV 이상(센터)

메모리 카드 레코더

레코딩 미디어 P2 메모리 카드, microP2 메모리 카드(microP2 카드 어댑터 필요)

시스템 포맷 1080/59.94i, 1080/23.98psF, 720/59.94p, 480/59.94i
1080/50i, 720/50p, 576/50i

레코딩 포맷 AVC- Intra 100/AVC - Intra 50
AVC-LongG 50/AVC-LongG 25/AVC -LongG 12
Switching DVCPRO HD/DVCPRO50/DVCPRO/DV 포맷

레코딩 비디오 시그널 1080/59.94i, 1080/29.97p, 1080/29.97pN, 1080/23.98p, 1080/23.98pN
720/59.94p, 720/29.97p, 720/29.97pN, 720/23.98p, 720/23.98pN
480/59.94i, 480/29.97p, 480/29.98p
1080/50i, 1080/25p, 1080/25pN
720/50p, 720/25p, 720/25pN
576/50i, 576/25p

레코딩과 재생 시간  • AVC- Intra 100/DVCPRO HD

16  GB×1 approx. 16 min

32 GB×1 approx. 32 min

64 GB×1 approx. 64 min

 • AVC- Intra 50/AVC -LongG 50/DVCPRO50

16  GB×1 approx. 32 min

32 GB×1 approx. 64 min

64 GB×1 approx. 128 min

 • AVC-LongG 25/DVCPRO/DV

16  GB×1 approx. 64 min

32 GB×1 approx. 128 min

64 GB×1 approx. 256 min

 • AVC-LongG 12

16  GB×1 approx. 120 min

32 GB×1 approx. 240 min

64 GB×1 approx. 480 min

숫자는 원클립으로서 연속 레코딩에 대한 숫자입니다. 클립 숫자에 따라, 전체 레코딩 시간은 
상기 시간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비디오

Chapter 13 사양 -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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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주파수  • AVC- Intra 100/AVC -LongG 50/AVC-LongG 25/AVC -LongG 12/DVCPRO HD

Y: 74.1758 MHz, P  /P  : 37.0879 MHz(59.94Hz) B R   
Y: 74.2500 MHz, P  /P  : 37.1250 MHz(50Hz) B R  
 • DVCPRO50

Y: 13.5 MHz, P  /P  : 6.75 MHz B R  
 • DVCPRO

Y: 13.5 MHz, P  /P  : 3.375 MHz B R  

퀀타이징  • AVC- Intra 100/AVC - Intra 50/AVC -LongG 50/AVC-LongG 25: 

10 비트 
 • AVC-LongG 12/DVCPRO HD/DVCPRO50/DVCPRO/DV: 

8 비트 

비디오 압축 포맷  • AVC- Intra 100/AVC - Intra 50: 

 • AVC-LongG 50/AVC-LongG 25/AVC -LongG 12: 

MPEG-4 AVC/H.264

 • DVCPRO HD/DVCPRO50/DVCPRO: 

DV-Based Compression

 • DV:

DV Compression

디지털 오디오

레코딩 오디오 시그널  • AVC- Intra 100/ AVC - Intra 50: 

48 kHz/16 비트, 4CH과 48 kHz/24비트, 4CH 스위치 
 • AVC-LongG 50/AVC-LongG 25: 

48 kHz/24 비트, 4CH  

MPEG-4 AVC/H.264 Intra Profile

 • AVC-LongG 12/DVCPRO HD/DVCPRO50: 

48 kHz/16 비트, 4CH  
 • DVCPRO/DV: 

48 kHz/16 비트, 4CH  

헤드룸 18 dB/20 dB 전환 가능 메뉴  

AVC 프록시

비디오 압축 포맷

오디오 압축 포맷 AAC-LC
Linear PCM

대략적인 레코딩 시간(1 GB)  

MPEG4 Simple Profile

 • AVC-G6 2CH MOV: 

Approx. 13 min

 • SHQ 2CH MOV: 

Approx. 25 min

 • HQ 2CH MOV: 

Approx. 78 min

 • LOW 2CH MOV: 

Approx. 135 min

Panasonic 제품을 이용한 연속 레코딩에 대한 레퍼런스 값입니다.
레코딩 시간은 씬 혹은 클립의 숫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디오 입력/출력

<SDI OUT/IN (OP)> 터미널 BNC ×1

HD SDI (1.5G), SD SDI: 0.8 V [p-p], 75Ω  

<MON OUT> 터미널 BNC ×1

SmartUI의 HD SDI/SD SDI/아날로그 컴포지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HD SDI (1.5G), SD SDI: 0.8 V [p-p], 75Ω  
Composite: 1.0 V [p-p], 75Ω 

<HDMI> 터미널 HDMI x 1 (HDMI 타입 A 터미널, VIERA Link와 호환 불가)

오디오 입력/출력

<AUDIO IN CH1/3>, <AUDIO IN CH2/4> 터미널 XLR ×2, 3-pin
<LINE>/<MIC> 스위치 선택

 • <LINE>: 

0 dBu

 • <MIC>: 

-50/-60 dBu(메뉴 선택), <+48V>/<OFF>(스위치 선택)

Chapter 13 사양 -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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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 IN> 터미널 XLR ×1, 3-pin
+48 V 지원(메뉴 선택) 
-40/-50/-60 dBu(메뉴 선택)

무선 슬롯 25-pin, D-SUB, -40 dBu, 2ch 지원

<AUDIO OUT> 터미널 Pin jack× 2 (CH1, CH2)
출력 레벨 l: 600Ω, 316 mV  

<PHONES> 터미널 3.5 mm 직경 스테리오 미니 잭 x 1 

스피커 20 mm 직경, 라운드 x 1 

기타 입력/출력

<GENLOCK IN> 터미널 BNC × 1, 1.0 V [p-p], 75 Ω

<TC IN/OUT> 터미널 BNC ×1
입력과 출력 터미널로 사용됨(메뉴 선택)

 • 입력 : 0.5 V- 8.0 V [p-p], 10kΩ 
 • 출력 : 2.0 V±0.5 V [p-p], 로우 임피던스 

<LAN> 터미널 100BASE - TX/10BASE - T

<USB2.0> 터미널(디바이스) Type B connector, 4-pin

<USB2.0> 터미널(호스트) Type A connector, 4-pin

<USB2.0> 터미널(서브 호스트) Type A connector, 4-pin (무선 모듈 AJ-WM3.0 부착)

<DC IN> 터미널 XLR×1, 4-pin, DC12  V (DC11.0  V – 17.0  V)

<DC OUT> 터미널 4-pin, DC 12 V(DC 11.0 V - 17.0 V), 최대 출력 전류 : 1.5 A 

<REMOTE> 터미널 10-pin

<LENS> 터미널 12-pin

<VF> 터미널 20-pin

옵션

HD/SD SDI 입력 보드 AG-YA600G

무선 모듈 AJ-WM30

HD/SD SDI 입력 보드(AG-YA600G) 설치시 지원 포맷

무게 Approx. 13 g  

크기(W x H x D) 70  mm×50 mm×7 mm

비디오 포맷
(AJ-PX800G 비디오 포맷 준수)

HD: 1080/59.94i, 1080/50i, 720/59.94P, 720/50P
SD: 480/59.94i, 576/50i

오디오 포맷
(AJ-PX800G 비디오 포맷 준수)

48 kHz, 16  bit/24 bit selection, 4CH (AVC- Intra 100, AVC - Intra 50)
48 kHz, 24  bit, 4CH (AVC - LongG 50, AVC - LongG 25)
48 kHz, 16  bit, 4CH (AVC - LongG 12, DVCPRO HD, DVCPRO50, DVCPRO, DV)

Chapter 13 사양 -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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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13 사양 - 커넥터 시그널의 상세

커넥터 시그널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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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파워 서플라이의 극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FRONT MIC IN

1 GND

2

3

Panasonic Parts No. : K1AY103A0001
Manufacturer Parts No. : HA16PRM-3SG(72)(Hirose Electric Co.)

AUDIO IN

1 

3 

2 

1 GND

2 AUDIO IN (H)

3 AUDIO IN (C)

Panasonic Parts No. : K1AY103A0001
Manufacturer Parts No. : HA16PRM-3SG(72)(Hirose Electric Co.)

REMOTE

1 CAM DATA (H)

2 CAM DATA (C)

3 CAM CONT (H)

4 CAM CONT (C)

5 R/C ON

6 R/C VIDEO OUT

7 R/C VIDEO GND

8 NC

9 UNREG +12V (최대 0.6A)

10 GND

Panasonic Parts No. : K1AY110JA001
Manufacturer Parts No. : HR10A-10R-10SC(71)(Hirose Electric Co.)

참 조

 • <DC OUT> 터미널, <REMOTE> 터미널, <VF> 터미널, <LENS> 터미널의 전체 전류가 
2.5A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DC OUT

1 GND

2  R TALLY(오픈 컬렉터)

3 REC SW

4 UNREC +12V(최대 1.5A) 

Panasonic Parts No. : K1AY104J0001
Manufacturer Parts No. : HR10A-7R-4SC(73)(Hirose Electric Co.)

참 조

 • <DC OUT> 터미널, <REMOTE> 터미널, <VF> 터미널, <LENS> 터미널의 전체 전류가 
2.5A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AUDIO IN (H)

AUDIO 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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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

1 UNREG-12V DC 12 V 파워 서플라이 

2 UNREG-12V DC 12 V 파워 서플라이 

뷰 파인더 Y 시그널 GND

3 A9.0V DC 9 V 파워 서플라이(사용하지 않음) 

뷰 파인더 Y 시그널 출력

4 VF-PB-GND B 뷰 파인더 P  시그널 GND

5 VF-PR-GND R 뷰 파인더 P  시그널 GND

6 VF-Y

7 VF-Y-GND

8 VF-CLK 시리얼 데이터 클록 펄스 시그널

9 VF-WR 시리얼/패러랠 컨버젼 데이터에 대한 펄스 시그널 리딩

10 VF-DATA 시리얼/패러랠 컨버젼에 대한 시리얼 데이터

11 UNREG-GND GND

12 ZEBRA-SW 제브라 시그널 ON/OFF

13 PEAKING 피킹 콘트롤(사용하지 않음)

14 SPARE 스페어(사용하지 않음)

15 VF-PR R 뷰 파인더 P  시그널 출력

16 VF-PB B 뷰 파인더 P  시그널 출력

17 MARKER-SW 마커 ON/OFF (사용하지 않음)

18 FRONT-VR F.AUDIO LEVEL 조정(사용하지 않음)

19 VR-GND F.AUDIO LEVEL GND (사용하지 않음)

20 UNREG-GND GND

Panasonic Parts No. : K1AB120H0001
Manufacturer Parts No. : HR12-14RA-20SC(Hirose Electric Co.)

참 조

 • <DC OUT> 터미널, <REMOTE> 터미널, <VF> 터미널, <LENS> 터미널의 전체 전류가 
2.5A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LENS

1 RET-SW

2 REC

3 GND

4 IRIS-AUTO

5 IRIS-CONT

6 UNREG +12  V (max. 0.4  A)

7 IRIS-POSI

8 IRIS-G-MAX

9 EXT-POSI

10 ZOOM-POSI

11 FOCUS-POSI

12 SPARE

Panasonic Parts No. : K1AY112JA001
Manufacturer Parts No. : HR10A-10R-12SC(71)(Hirose Electric Co.)

참 조

 • <DC OUT> 터미널, <REMOTE> 터미널, <VF> 터미널, <LENS> 터미널의 전체 전류가 
2.5A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Chapter 13 사양 - 커넥터 시그널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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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이크로폰 리스버 인터페이스

1 CH-1 SHIELD GND

2 CH-1 HOT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에서 입력된 오디오
CH1 HOT

3 CH-1 COLD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에서 입력된 오디오
CH1 COLD

4 GND GND

5 UNREG +12  V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로 전원 공급

6 RX ON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로 전원 원격 출력

7 RF WARN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에서 입력된 RF 경고

8 RM5 사용안함

9 RM4 사용안함

10 SPARE 1 사용안함

11 SPARE 2 사용안함

12 EXT CLK 사용안함

13 CLK SHIELD 사용안함

14 CH-2 SHIELD GND

15 CH-2 HOT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에서 입력된 오디오
CH2 HOT

16 CH-2 COLD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에서 입력된 오디오
CH2 COLD

17 +5.6 V 무선 마이크로폰 리시버로 전원 공급

18 VIDEO OUT 사용안함

19 VIDEO RET 사용안함

20 VIDEO EN 사용안함

21 RM 1 (RM CLK) 사용안함

22 RM 2 (RM DATA) 사용안함

23 RM 3 (RM WR) 사용안함

24 RM+5 V 사용안함

25 RM GND 사용안함

Panasonic Parts No.: K1GB25A00010
Manufacturer Parts No.: HDBB-25S (05) (Hirose Electric Co.)

Chapter 13 사양 - 커넥터 시그널의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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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A
Adjusting image quality     63
[AREA SELECT]     140
ATW     56
[AUD01:LEVEL]     145
[AUD02:INPUT]     146
[AUD03:MONI]     147
Audio input     62
[AUDIO SETUP]     130
Audio the recording level     62
Auto tracking white balance     56
[AWB PRE CONTROL]     140

B
Backlight compensation     98
Battery     28

Attaching     28
Setting     28

[BATTERY SETUP]     135
Black balance     56
Black control function     65
Built-in battery     193

C
CAC     33
[CAM01:STATUS]     145
[CAM02:SCENE FILE]     145
[CAM REMOTE ADJ.]     140
[CARD FUNCTIONS]     137
Center marker     97
Chroma setting function     64
Chromatic aberration compensation function     33
Clip

Copying     107
Deleting     107
Metadata     108
Properties     111
Reconnecting     107
Restoring     107

[CLIP]     128
Clock     42
Color bars     98
Color correction function     65
Connector signal     206
Counter     96
CPS     45
Cueing     100

D
Date and time     42
DC Power Supply     29
Detail function     63
[DIAGNOSTIC]     139
[DISPLAY SETUP]     133
Dual codec recording     78
Dynamic range stretcher function     61, 98

E
Electronic shutter     58
[ENG SECURITY]     140
Error code     194
Error message     194
Expanded display     53
External DC power supply     29
External power supply     29

F
Fast-forward playback     100
Fast-reverse playback    100
FBC     60
Flash band compensation     60
Focus assist     53
Focus bar display     53

Focus in red display     53
Formatting

P2 card     110
SD memory card     83, 110
Storage device     162

Frame marker     98
Front microphone     37
FTP client function     184

G
Gamma function     65
Genlock     87

H
High color function     66
Hot swap recording     70

I
Image size     98
[IN/OUT SEL]     131
Interval recording     67

K
Knee function     65

L
Lens     31

Adjustment     31
Attaching     31

   31
Level gauge function     54
Loop recording     68

M
[MAINTENANCE]     138
Matrix function     64
Menu

Main menu     116
[OPTION MENU]     116
Setting menu     117
[USER MENU]     116

Metadata     108
microP2 memory card     43

Inserting     43
Removing     43
Write protect     44

Microphone     37
Mode check    157

N
Native recording     51
Network     174

Settings     178
Wired LAN     176
Wireless LAN     175

[NETWORK SETUP]     132
Normal speed playback     100

O
One-clip recording    69
One-shot recording    68
[OTHER FUNCTIONS]     138

P
P2 card     43

Formatting     110
Recording time     44
Status     44
Status display     112
Write back     168

P2 memory card     43
Inserting     43
Removing     43
Write protect     44

Lens flange back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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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back     100
Pre-recording    67
Properties     110
Proxy recording     78

R
Rain cover     40
RB gain control function     64
Recording check function     70
Recording format     76
Recording functions     67
[RECORDING SETUP]     126
Remote control     169, 171, 172

S
Safety zone marker     97
Scan reverse shooting     97
[SCENE FILE]     119

  84
SD memory card     21

Formatting     83, 110
Handling     82
Inserting     82
Operation     83
Removing     83
Status display     114

[SET01:TC/UB]     147
[SET02:MON/HDMI FORMAT]     149
[SET03:MON/HDMI SETUP]     149
[SET04:LCD]     149
Setting data     82
Setting menu     117

Basic operations     117
Initializing     85, 118

Setting the Region of Use     11
Setting [USER MENU]     118
Shooting     50
Shot mark     71, 105
Shot mark recording     71
Shoulder strap     39
Shutter mode     58
Shutter speed     58
Simultaneous recording     70
Skin tone function     63
SmartUI

AUDIO screen     145
CAMERA screen     145
SETUP screen     147
TEXT MEMO screen     150

SmartUI operation     141
   202

Standard recording     51
Storage device

Exporting     163
Formatting     162
Importing     168
Information display     164

[SW MODE]     125
Synchro scan mode     59
[SYSTEM MODE]     124

T
Tally lamp     47
[TEX01:CLIP INFO]     150
[TEX02:MEMO1]     150
[TEX03:MEMO2]     150
Text memo     105
Text memo recording     71
Thumbnail     101

Changing     104
Selecting     103
Setting     103

Time code     93
Time data     88
Time zone     42
Tripod     39

U
USB     160

Device mode     160
Host mode     160

User bits     91
USER button     61
User data     83
[USER MENU SEL]     139
[USER SW]     125

V
Variable speed playback     100

Screen display     152
Status display     152

W
Warning system     194
Waveform monitor function     98
White balance     55
White clip function     66
White shading compensation     32
Wireless microphone receiver     37

Z
Zebra patterns     97

Scene file data

Specifications

Viewfinder



사용자들을 위한 구형 장비와 폐 배터리의 수집과 폐기에 대한 정보

EU

Cd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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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ite: http://panasoni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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