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설명서
<작동과 설정>

HD Integrated Camera

● 사용 설명서의 구성

 <기초>:
   <기초> 설명서는 기본적인 작동과 설치 과정을 설명합니다. 본 제품을 설치하기 전에, 제품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 설명서 전체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동과 설정> (본 설명서) :
  이 <작동과 설정> 설명서는 제품의 작동 방법과 그 설정의 구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Model No. AW-HE40HWP
 Model No. AW-HE40HKP
 Model No. AW-HE40HWE
 Model No. AW-HE40HKE
 Model No. AW-HE40SWP
 Model No. AW-HE40SKP
 Model No. AW-HE40SWE
 Model No. AW-HE40SKE

한  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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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마크와 등록 트레이드 마크

 ● Microsoft  , Windows  ,  Windows  7, Windows  8, ® ®® ®

Windows  8.1, Internet Explorer   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 혹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Intel  과 Intel  Core   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Intel ®® TM

Corporation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
입니다.

 ● Adobe  와 Reader  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Adobe ®®

Systems Incorporated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HDMI, HDMI 로고와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HDMI Licensing LL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Apple, Mac, Mac OS, iPhone, iPod Touch, iPad, Safari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Apple Inc.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Android   는 Google Inc.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TM

 ● 이 사용 설명서에 포함된 기타 회사와 제품의 이름은 각각의
소유주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라이센스에 관해

이 제품과 같이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배포, 복사, 분해, 리버스  
컴파일링,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수출법을 위반한 수출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약어

아래의 약어가 이 설명서에 사용됩니다.

 ●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SP1 32/64 비트는® ®

“Windows 7”로 축약됩니다.

 ● Microsoft   Windows  8 Pro 32/64 비트는 “Windows 8”로® ®

축약됩니다.

 ● Microsoft   Windows  8.1 Pro 32/64 비트는 “Windows 8.1”로® ®

축약됩니다.

 ●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nal SP3와 Microsoft  ®®®  
Windows   XP Home Edition SP3는 “Windows XP”로 ®

축약됩니다.

 ● Windows   Internet Explorer   8.0, Windows   Internet® ® ®

Explorer   9.0, Windows   Internet Explorer   10.0과 ® ® ®

Windows   Internet Explorer   11.0은 “Internet Explorer”로 ® ®

이 설명서의 목적에 맞게, 제품의 모델 번호는 아래 표와 같이
사용됩니다.

제품의 모델 번호 
 설명서에 사용된 

모델 번호

AW-HE40HWP, AW-HE40HKP, 
AW-HE40HWE, AW-HE40HKE

AW-HE40
AW-HE40SWP, AW-HE40SKP, 
AW-HE40SWE, AW-HE40SKE

AW-HE40HWP, AW-HE40HKP, 
AW-HE40HWE, AW-HE40HKE

AW-HE40H

AW-HE40SWP, AW-HE40SKP, 
AW-HE40SWE, AW-HE40SKE

AW-HE40S

AW-HS50N
AW-HS50

AW-HS50E

AW-PS550N
AW-PS550

AW-PS550E

AW-RP50N
AW-RP50

AW-RP50E

AW-RP120G AW-RP120

AK-HRP200G AK-HRP200

설명서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설명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내용은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Windows로만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은             마크를
이용하여 표시됩니다.

 ● 스크린샷은 Microsoft Corporation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축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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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개요

 ● 이 유닛은 팬-틸트 헤드와 1/2.3-type MOS 센서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DSP)의 기능으로 통합된 컴팩트형 full HD
카메라입니다.

 ● 옵티컬 30x 줌 렌즈에 추가하여, 유닛은 16x 디지털 줌을 갖춰
고급스러운 하이 퀄리티 이미지 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i.Zoom의 사용은 HD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최대 40x 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AW-HE40H는 예를 들어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이미지를 
전송하고 IP 비디오 전송과 IP 콘트롤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HDMI 모델입니다.  
AW-HE40S는 콘텐츠 생산과 IP 비디오 전송과 IP 콘트롤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SDI 모델입니다.

 ● 콘트롤러가 연결되면, 카메라 작동은 IP 콘트롤 혹은 시리얼
콘트롤을 통해 부드럽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유닛은 피사체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매우 낮은 밝기
조건하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야간 모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 유닛이 IP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되면, 카메라 
이미지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작동할 수
있습니다.

 ● Panasonic 카메라 콘트롤러와의 연결은 Panasonic의  
독자적인 시리얼 통신 포맷을 통해 가능합니다.

 ● 유닛은 시판 콘트롤러와 연결하는 표준 시리얼 통신 포맷을 
지원합니다.

 ● 유닛은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과 환경에 맞도록 두 가지 컬러
(흰색 혹은 검은색)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요구 사양

CPU Intel ® CoreTM2 Duo 2.4  GHz or higher 
recommended

메모리 Windows 용 :
1 GB or higher
(2 GB or higher for Microsoft ®  Windows ® 
8.1, Microsoft ®  Windows ® 8, Microsoft ® 
Windows® 7 64-bit edition)

Mac 용 :
2 GB or more

네트워크
기능

10BASE-T or 100BASE-TX port × 1

이미지 디스플레이
기능

Resolution: 1024 × 768 pixels or more
Color generation: True Color 24-bit or more

지원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웹 브라우저

Windows
Microsoft ® Windows ® 8.1 Pro  
64-bit/32-bit * 1 
Windows ® Internet Explorer ® 11.0

Microsoft ® Windows ® 8 Pro  
64-bit/32-bit * 1 
Windows ® Internet Explorer ® 10.0 *1

Microsoft ® Windows ® 7 Professional SP1 
64-bit/32-bit * 2

Windows ® Internet Explorer ® 11.0 / 10.0 / 
9.0 / 8.0 * 3

Mac
Mac OS 10.9
Safari 7.0.2
Mac OS 10.8
Safari 6.1.2
Mac OS 10.7
Safari 6.1.2

iPhone / iPad / iPod touch
iOS 7.1
Standard browser

Android
Android OS
Standard browser

기타 CD-ROM drive  
(사용 설명서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목적)

Adobe® Reader® 
(CD-ROM의 사용 설명서를 보기 위해)

*1: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데스크탑 버젼을 사용합니다.(Windows UI용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Windows XP 호환성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64 비트 버젼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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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계속)

중요
 ● 필요한 컴퓨터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스크린에서 
이미지의 묘사가 늦어질 수 있고, 웹 브라우저의 작동이
불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Microsoft   Windows   7을 사용할 때, 필요한 컴퓨터 환경과® ®  
주의 사항과 기타 아이템의 상세 내용에 대하여 “Windows  
7에 대한 참조”(9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데스크탑 버젼을 사용합니다.
(Windows UI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호환 가능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웹 브라우저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에 관하여, 아래 웹 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보증 기간의 소멸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지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제품의 교체나 적절한 유지 보수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 대해 Panasonic Corporation이 책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①  제품으로부터 혹은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계없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고 특별하고 필연적
혹은 예외적인 경우를 포함한 어떠한 손상이나 손실

②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나 사용자의 소홀한 작동으로 
인한 인사 사고 혹은 어떠한 손상

③  사용자에 의한 제품의 공인되지 않은 분해, 수리, 개조

④  제품의 결함이나 문제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나 원인에
의해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어떠한 손실

⑤  기타 업체의 장비와의 시스템 통합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 필연적 불편함이나 손실이나 손상

⑥  이미지(레코딩물 포함)가 사용자에 의해 이용 가능하고
어떤 이유 혹은 기타 이유로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이미지가 위에 설명된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범으로 발생된 사용자에게 이미지가 
촬영된 개인 혹은 조직에 의한 어떠한 보상 요구, 

⑦  어떠한 에러로 인한 등록된 데이터의 손실

 ■네트워크 보안
네트워크에 연결된 유닛을 사용하므로, 아래의 보안 위험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①이 유닛을 통한 정보의 누설 혹은 도난

②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불법 작동에 유닛의 이용

③  나쁜 의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유닛 사용의 방해 혹은 정지

상기의 네트워크 보안 위험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방화벽 등으로 보호되는 네트워크에서 유닛을 사용합니다.
 ● 이 유닛이 개인 컴퓨터를 포함한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컴퓨터 바이러스 혹은 기타 나쁜 것들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안티 스파이
웨어 프로그램 등을 사용합니다.)

 ● 인증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로 로그인하는 사용자들을
제한하여 비인증 접속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 관리자로 유닛에 액세스한 후, 반드시 모든 웹 브라우저를 
닫도록 합니다.

 ● 관리자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사용자 인증으로 유닛에 액세스를 제한하여, 네트워크에 
유닛에 저장된 설정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 카메라 혹은 케이블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용 라인을 이용하는 연결을 피합니다.

사용자 인증에 관하여
유닛에서 사용자 인증은 약식 인증 혹은 기본 인증을 통해서 
실행됩니다. 기본 인증이 전용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되면,
패스워드 누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유닛과 콘트롤러 혹은 컴퓨터가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해 동일한
세그먼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장비가 다른 세그먼트를 사용한다면, 네트워크 장비 고유 설정에
근거한 이벤트가 발생하여 작동하기 전에 전체 연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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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촬영 작동
1  피사체의 밝기를 적당한 레벨로 설정합니다.

2 시스템의 모든 유닛과 디바이스의 전원을 켭니다.

3 작동할 유닛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유닛만을 이용하더라도,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로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4 촬영 모드를 선택합니다.
피사체가 촬영되는 주변의 설정에 각각 해당하는 4개의 
프리셋 촬영 모드(씬 파일)(Full Auto, Manual1, Manual 2,
Manual3)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촬영 조건을 충족하고 기호에 맞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을 계속하려면, 다른 모드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 후, 시스템의 모든 유닛과 디바이스의 전원을 
끕니다.)

 ● 카메라 메뉴에서 Scene 설정으로 예를 들어 “Full Auto”
가 선택되면, 모든 자동 설정이 켜지고, 수동 작동은
일부 아이템에서 더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 조

기본 작동에서, 포커스, 조리개,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됩니다.(초기 설정으로)

설정이 이미 변경되었고 원래 설정이 복구되었다면, “기본 촬영
작동중 문제 발생시 대처 방법”(12 페이지)와 “카메라 메뉴 
아이템”의 “카메라 스크린”(36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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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고 끄는 방법
 ■전원 켜기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시스템에 연결된 유닛과 디바이스의 모든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 이 제품은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전원이 제품에 공급되면,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오렌지
색으로 켜집니다.

2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3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ON/STANDBY]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POWER ON 모드가 되면, 이미지가 출력되고, 콘트롤이 
실행됩니다.

 ●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이제 녹색으로 켜집니다.

 ● 초기 설정 작동이 완료되는데 유닛당 약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닛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오렌지색으로 켜짐) 

 ● STAND BY 모드로 전환할 때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오렌지) 
팬/틸트 위치는 메모리에 저장되고, 팬/틸트 유닛은 
이동하여 후면으로 지향합니다. 

 ● POWER ON 모들 전환할 때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녹색(초기 설정 작동 완료 후))
팬/틸트 유닛은 STAND BY 모드로의 전환이 되면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로 움직입니다.

 ● POWER ON 프리셋  
전원이 켜졌을 때, STAND BY 모드로 전환되기 직전에
구성된 설정으로 팬/틸트 유닛이 움직입니다. 

 ● STAND BY 모드로 전환없이 전원이 꺼지면, 팬/틸트 
유닛 위치는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거나 POWER ON 
프리셋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POWER ON 프리셋이 적용됩니다.

참 조

4 여러 대의 유닛을 사용하려면, 필요시 스텝 2와 3을 
반복합니다.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한 시그널이 수신되면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녹색으로 깜빡이고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하지 않는 시그널을 수신하면 오렌지색으로 깜빡입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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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고 끄는 방법 (계속)

 ■전원 끄기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2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의 [ON/STANDBY] 버튼을 
약 2초간 누릅니다.  

유닛은 STAND BY 모드로 들어갑니다.
 ● 유닛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이제 오렌지색으로 켜집니다.

3 여러 대의 유닛을 사용하려면, 필요시 스텝 1과 2를 
반복합니다.

4 시스템에 연결된 유닛과 디바이스의 모든 전원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 STAND BY 모드로 전환할 때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오렌지) 
팬/틸트 위치가 메모리에 저장되고 팬/틸트 유닛이
움직여 후면을 지향합니다.

 ●  POWER ON 모드로 전환할 때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녹색(초기 설정 작동 완료 후))
STAND BY 모드로 전환이 되면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로 팬/틸트 유닛이 움직입니다.

 ● POWER ON 프리셋  
전원이 켜졌을 때 STAND BY 모드로 전환되기 직전에
구성된 설정으로 팬/틸트 유닛이 움직입니다.

 ● STAND BY 모드로 전환없이 전원이 꺼지면, 팬/틸트
유닛 위치는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거나 POWER ON
프리셋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POWER ON 프리셋이 적용됩니다.

참 조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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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 선택
하나의 무선 리모트 콘트롤로 최대 4대의 유닛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최대 5대의 유닛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에서 작동할 유닛
(유닛들)을 선택합니다.
한 대의 유닛만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한 시그널이 수신되면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녹색으로 깜빡이고,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하지 않는 시그널이 수신되면 오렌지 색으로 깜빡입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
 ■촬영 모드의 형태

본 제품은 피사체가 촬영되는 주변의 설정에 각각 해당하는
4개의 프리셋 촬영 모드를 갖고 있습니다.
촬영 조건과 기호에 맞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메뉴 작동으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와 기타 조정의 결과는 촬영 모드에 의해 별도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어떠한 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촬영 모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카메라 메뉴에서 씬에 대한 설정으로 예를 들어 “Full
Auto”가 선택되면, 모든 설정이 켜지고, 수동 작동은 
일부 아이템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 조

Full Auto
셔터 속도, 조리개,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anual1
촬영 씬, 조명과 기타 조건에 따라 선호하는 설정이
구성됩니다.

Manual2
촬영 씬, 조명과 기타 조건에 따라 선호하는 설정이
구성됩니다.

Manual3
촬영 씬, 조명과 기타 조건에 따라 선호하는 설정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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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 (계속)

 ■촬영 모드 선택 방법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2, 8

4, 6, 7
3, 5, 7

1

1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2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탑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Top Menu   *

 Camera Scene:  Full Auto
 System
 Maintenance

3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Camera”로▲ ▼
이동합니다.

4 [    ] 버튼을 누릅니다.○
“Camera” 서브 메뉴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Camera   **

 Scene Full Auto
     Contrast Level 0
     Day/Night Day
        Night-Day Level ----

 Return

5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Scene”으로▲ ▼
이동합니다.

6 [    ] 버튼을 누릅니다.○
촬영 모드가 깜빡입니다.

7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사용할 촬영 모드▲ ▼
(Full Auto, Manual1, Manual2, Manual3)를 선택하고,
[    ] 버튼을 눌러 선택을 입력합니다.○

8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나갑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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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카메라 방향 변경
 카메라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향하게 움직입니다.(panning)
  [    ] 혹은 [    ] 버튼을 누릅니다.◄ ►

 카메라를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tilting)
  [    ] 혹은 [    ] 버튼을 누릅니다.▲ ▼

 카메라를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    ] 혹은 [    ] 버튼과 [    ] 혹은 [    ] 버튼을 동시에▲ ▼ ◄ ►
누릅니다.

 카메라를 레퍼런스 위치로 복귀시킵니다.
  [HOME]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줌 기능 사용
 줌 인(피사체의 크기가 확대됨)
  [ZOOM]의 [T] 버튼을 누릅니다.

 줌 아웃(피사체의 크기가 줄어듬)
  [ZOOM]의 [W] 버튼을 누릅니다.

 ●방향 혹은 줌 속도의 전환
 고속에서 방향 혹은 줌을 변경합니다.
   [FAST]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속도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설정
됩니다.  
살짝 누르면, 정상 속도(고속)로 복구됩니다.

 
저속에서 방향 혹은 줌을 변경합니다.   

[SLOW]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속도는 더욱 느린 속도로 설정
됩니다.

 

살짝 누르면, 정상 속도(저속)로 복구됩니다.

  렌즈 포커스 콘트롤 속도도 동시에 변경됩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카메라 방향 변경
 카메라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향하게 움직입니다.(panning)
  [PAN/TILT] 레버를 L 혹은 R 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를 위쪽 혹은 아래쪽으로 움직입니다.(tilting)
  [PAN/TILT] 레버를 UP 혹은 DOWN 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를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PAN/TILT] 레버를 대각선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를 레퍼런스 위치로 복귀시킵니다.
   콘트롤러에 [HOME] 버튼이 있으면, [HOME] 버튼을

누릅니다.

 ●줌 기능 사용
 줌 인(피사체의 크기가 확대됨)
  [ZOOM] 레버를 TELE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줌 아웃(피사체의 크기가 줄어듬)
  [ZOOM] 레버를 WIDE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팬/틸트 방향과 줌 속도 변경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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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촬영 작동중 문제 발생시 대처 방법 
아래에서 제안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기초> 설명서의 4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유닛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눌러 작동할 유닛을
선택합니다.  
한 대의 유닛만 사용하면, 보통 [CAM1]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 IR ID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47과 7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꺼졌거나 오렌지색으로 켜지면, 
유닛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원 켜기”(7 페이지)를 참조하고, 전원을 켭니다. 

 ●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무선 리모트 콘트롤이 유닛의
무선 리모트 콘트롤 광센서 영역 근처에서 작동되었는데도 
깜빡이지 않으면,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배터리가 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멀티플 컬러 밴드(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MODE] 버튼을 눌러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MENU] 버튼을 2초간 눌러 카메라 메뉴를 빠져 나옵니다. 

렌즈 포커스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A/FOCUS] 버튼을 눌러 자동 포커싱으로 전환합니다.
(자동 포커싱은 패닝 혹은 틸팅 작동 중 기능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둡습니다.
1.   [A/IRIS]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 조정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2.  [GAIN]의 [AUTO] 버튼을 눌러 게인 조정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화면의 컬러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조정(ATW)”(19 페이지)를 참조하고, 

 “ATW”로 전환합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유닛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작동할 유닛을 선택합니다.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까 꺼졌거나 오렌지색으로 켜지면,
유닛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원 켜기”(7 페이지)를 참조하고, 전원을 켭니다. 

멀티플 컬러 밴드(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BARS] 버튼을 눌러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CAMERA OSD] 버튼을 눌러 카메라 메뉴를 빠져 나옵니다.

렌즈 포커스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포커스 콘트톨에 대한 [AUTO] 버튼을 눌러 자동 포커싱으로
전환합니다.
(자동 포커싱은 패닝 혹은 틸팅 작동 중 기능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화면이 너무 밝거나 어둡습니다.
 ● IRIS 용 <AUTO> 버튼을 눌러 자동 렌즈 조리개 조정으로 
전환합니다.

 ● GAIN 용 <AUTO> 버튼을 눌러 자동 게인 조정으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화면의 컬러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조정(ATW)”(19 페이지)를 참조하고, 
“ATW”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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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작동
수동 촬영(14 - 15 페이지 참조)  

 ● 포커스의 수동 조정
 ● 조리개의 수동 조정
 ● 셔터 속도의 수동 조정
 ● 게인의 수동 조정

프리셋 메모리(16 페이지 참조)  

 ● 카메라 방향(패닝과 틸팅), 줌, 포커스, 조리개, 게인과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 최대 100개의 설정을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 The number of settings that can be registered and 
called depends on the type of wireless remote control 
(12 settings) or controller that is used for operation.

화이트 밸런스 조정  
(17 - 20 페이지 참조) 

 ● 이 조정은 화이트를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실행됩니다.
이 설정은 전체 스크린의 컬러 톤에도 영향을 줍니다.

 ● 최초로 유닛을 사용할 때 혹은 장기간 유닛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조명 조건 혹은 밝기가 변경되면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가 한번 조정되면, 동일한 조건하에서
유닛이 사용되면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블랙 레벨(마스터 페데스털) 조정  
(21 페이지 참조) 

 ● 이 조정은 여러 대의 카메라의 블랙 레벨(페데스털 레벨)을 
할당하기 위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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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촬영
 ■포커스 수동 조정

렌즈 포커스는 수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M/FOCUS] 버튼을 눌러 포커스를 수동 조정으로 
전환합니다.

2 [FOCUS]의 [F] 혹은 [N] 버튼을 눌러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F] 버튼이 눌려지면, 포커스는 더 멀리(far) 이동하고, 반대로
[N] 버튼이 눌려지면, 더 가까이(near) 이동합니다.
포커싱 속도와 기타 조정은 [FAST] 혹은 [SLOW] 버튼을 
눌러 각각 빠르게 혹은 느리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A/FOCUS] 버튼을 눌러 포커스를 자동 
조정으로 복구합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포커스가 수동으로 설정되었을 때, 피사체가 패닝, 틸팅, 
줌잉 도중 포커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닛은 이를 보상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줌잉 기능 도중 포커스 보상 : Focus ADJ With PTZ)
이 기능은 초기 설정으로 ON으로 설정됩니다. 
기능이 OFF로 설정되었다면, 줌잉 후 필요시 포커스를  
조정하거나 포커스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46과 76 페이지 참조)  

참 조

 ■조리개 수동 조정
렌즈 조리개는 수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M/IRIS] 버튼을 눌러 조리개를 수동 조정으로
전환합니다.

2 [IRIS +] 혹은 [IRIS -] 버튼을 사용하여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IRIS +]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를 열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반대로, [IRIS -]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를 닫히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3 필요시, [A/IRIS] 버튼을 눌러 조리개를 자동 조정으로 
복구합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야간 모드에서, 조리개는 비디오 스파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열리도록 설정됩니다.  
광원에서 밝기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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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촬영 (계속)

 ■셔터 속도 수동 조정
셔터 속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1/250 초 같은 시간이 지정되는)을 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싱크로 스캔, 60.16 Hz* 등과 같은 것이 지정 
되는)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TV 스크린 혹은 PC 모니터 스크린을 촬영할 때, 스크린이 촬영될
때 발생되는 수평 노이즈는 싱크로 스캔을 사용하여 스크린 
주파수로 주파수를 조정하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 유닛의 주파수로 59.94 Hz가 설정되었음을 설명합니다.)

 

 ● HDR이 “Low” 혹은 “High”로 설정되었을 때 셔터 속도는
수동으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4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카메라 메뉴에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37 페이지의 [Shutter Mode]와 [Step/Synchro] 아이템을 
참조합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 아래의 설정이 AW-HE40에 구성되면, 셔터 속도는 
수동으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자동 모드로 잠깁니다.)

 ● 촬영 모드(Scene)가 [Full Auto]일 때  
(상세 내용은 9 - 1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콘트라스트 모드가 [Auto]일 때 
(상세 내용은 37과 66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상세 내용은 콘트롤러와 같이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Gain 수동 조정
게인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 혹은 콘트롤러의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게인은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을 사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37과 66 페이지의 [Gain] 아이템을 
참조합니다.  

 

 ● AW-HE40의 촬영 모드(Scene)가 “Full Auto”로 설정되면,
게인은 수동으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자동 모드로 잠깁니다.)  
상세 내용은 “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9 - 1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게인은 HDR이 “Low” 혹은 “High”로 설정되면 수동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상세 내용은 4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게인을 조정할 때, 광량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력이 충격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참 조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OFF], [LOW], [HI]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을은 3개의 스텝으로 설정되어 게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OFF]는 0 dB로 설정되고, [LOW]는 9 dB로 설정되고,   
[HI]는 18 dB로 설정되었습니다. 

2 필요시 게인을 자동 조정(AGC)으로 복구하려면,
[AUTO] 버튼을 누릅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어떤 경우, 자동 조정의 최대 게인은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37 페이지와 66 페이지의 [AGC Max Gain] 
아이템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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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메모리
이 유닛은 최대 100개의 카메라 방향(패닝과 틸팅), 줌, 포커스, 
조리개, 게인,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설정을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하고 불러올 수 있는 설정의 숫자는 작동에 사용되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라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포커스와 조리개 작동 모드(수동과 자동 설정)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현재 포커스와 조리개 값은 등록됩니다.

 ● 포커스와 조리개 값은 수동 설정이 사용 가능할 때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 AWB A, AWB B, ATW, 3200K, 5600K, VAR은 화이트 밸런스  
설정으로 등록됩니다. AWB가 구성되었을 때 선택된 값은 
AWB A 혹은 AWB B의 조정값으로 불러옵니다.

 ● 등록 시간과 설정을 불러 온 시간 사이에 주변 온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면, 프리셋 위치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리셋이 등록되었을 때 다른 이미지 안정화 설정으로
프리셋을 불러 오면, 줌 위치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탈이 발생하면, 등록을 다시 실행합니다.
 ● 팬, 틸트, 줌, 조리개 콘트롤같은 수동 작동은 프리셋의 
리콜이 진행중일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셋 실행은 취소됩니다.

 ● 다른 프리셋의 리콜이 진행 중일 때 프리셋이 리콜되면, 
현재의 프리셋 실행이 취소되고 새롭게 선택된 프리셋이
리콜됩니다.

 ● 프리셋이 등록되지 않은 프리셋 메모리 번호가 리콜되면,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 조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2 개의 설정(프리셋 No. 1 - No. 12)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불러 올 수 있습니다.
[1] - [12] 버튼은 유닛의 프리셋 메모리 No. 1 - No. 12에 해당
합니다.

 ●프리셋 메모리에 설정 등록

1  모니터에 촬영된 화면을 디스플레이합니다.
팬, 틸트, 줌 버튼을 작동하여 카메라 앵글을 결정합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포커스, 조리개, 게인과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2 [PRESET] 버튼을 누르면서, 프리셋 메모리 번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 이미 등록된 설정의 프리셋 메모리 번호가 선택되면, 
기존 설정은 지워지고 새로운 설정으로 교체됩니다.

 ●프리셋 메모리의 설정 불러오기

1  프리셋 메모리 설정이 등록된 버튼을 누릅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혹은 AW-RP120을 사용할 때

최대 100개의 목록이 등록되고/리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콘트롤러 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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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 조정
 ■화이트 밸런스 조정

화이트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삼원색(RGB) 사이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조정 범위 밖으로 이동하면, 
화이트가 부실하게 표현될 뿐만 아니라 전체 스크린의 컬러 
톤도 저하됩니다.

 ● 유닛을 최초로 사용하거나 오랫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조정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조명 조건 혹은 밝기가 변경되면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사용되는 조정의 형태로, 콘트롤러의 AWB 버튼이 눌려지면,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데 AWB(automatic white balance
조정)가 사용되고,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유지하는 데 ATW
(automatic tracking white balance 조정)이 사용되거나, 수동
조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AWB 조정의 결과는 화이트 밸런스로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면, A와 B 두개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 값이 한번 조정되면, 설정 과정은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을 이용하거나 콘트롤러의 버튼을 눌러 선택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완료되고, 값이 설정되었을 때 한번 구성된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용될 때 제공됩니다.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로운 설정이 입력되면, 이전 설정은 지워집니다.

두 개의 메모리를 사용하여 다른 촬영 조건에 해당하는 설정을 
저장합니다.

 ● AW-HE40의 촬영 모드(씬)이 [Full Auto]로 설정되면, 
화이트 밸런스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ATW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상세 내용은 [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9 - 1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자동 조정
(AWB : AWB A 혹은 AWB B)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스크린에 꽉 차도록 하얀 피사체(흰 벽 혹은 손수건)를
촬영합니다.

 ● 반짝이거나 매우 밝은 물체를 촬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 스텝 2에서 8은 “AWB A” 혹은 “AWB B” 메모리 선택에
대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선택이 이미 되었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10 페이지)에서의 절차에
따라 촬영 모드로 Manual1, Manual2, Manual3를 
선택합니다.

 **   Camera   **

 Scene Manual1
     Contrast
     Picture
     Matrix

 Return

3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Picture”로▲ ▼
위치시킵니다.

4 [    ] 버튼을 누릅니다.○
“Picture 1/3”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Picture  1/3   ***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VAR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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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 조정 (계속)

5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White Balance▲ ▼
Mode”로 위치시킵니다.

6 [    ] 버튼을 누릅니다.○
“White Balance Mode”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7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사용되는 화이트 밸런스▲ ▼
모드를 “AWB A” 혹은 “AWB B”로 변경하고,  
[    ] 버튼을 눌러 선택을 입력합니다. ○

8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빠져 나갑니다.

9 [SET]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이 실행되고,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입력됩니다.

 ●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AWB OK”가 
스크린의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OSD Status”가 카메라 메뉴에서 “Off”로  
설정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AWB OK

 ● 화이트 밸런스는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될 때 조정할 수 
없습니다. [MODE] 버튼을 눌러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
합니다.

 ● 조정에 실패하면, “OUT RANGE NG”, “HIGH LIGHT NG”, 
“LOW LIGHT NG”, “ATW NG”, “3200K NG”, “5600K 
NG”, “VAR NG”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하지만, “OSD Status”가 카메라 메뉴에서 “Off”로  
설정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야간 모드(36, 38 페이지)에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 
(AW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 조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피사체의 조명이 너무 약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 유닛은 내장 메모리가 있어, 화이트 밸런스 설정은 전원이
꺼져도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사체의 색 온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밸런스를 재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실외로, 혹은 반대로 이동할 때처럼, 
색 온도가 변하면, 반드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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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 조정 (계속)

 ●자동 트래킹 화이트 조정(ATW)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ATW”로 설정되면, 화이트 밸런스는
광원 혹은 색 온도가 변경되어도 자동으로 정정됩니다.

이 기능은 “화이트 밸런스 조정”(17 페이지)의 “자동 조정”에
대한 스텝에 따라 “AWB A” 혹은 “AWB B” 대신 “ATW”가   
선택되었을 때 기능합니다.  

 ● ATW는 매우 밝은 조명(예 : 형광 램프)이 스크린에
비춰지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되는 씬에 흰 물체가 없으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는 햇빛 혹은 형광등과 같이 다른 종류의 
광원이 제공되면 조정 범위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로 전환할 때, 화이트 밸런스는 
조정 범위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 조

 ●3200K와 5600K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로 “3200K” 혹은 “5600K”가 선택되면, 화이트 
밸런스는 3,200K(할로겐 조명과 동일) 혹은 5,600K(주간 밝기와
동일)의 색 온도를 사용하여 각각 설정됩니다. 
이 기능은 “화이트 밸런스 조정”(17 페이지)의 “자동 조정” 
절차에서 “AWB A” 혹은 “AWB B” 대신 “ATW”가 선택되면 
기능합니다. 

 ● 콘트롤러에서, 메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이 작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동”(2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색 온도 조정(VAR)
“VAR”가 화이트 밸런스로 선택되면, 2,400K - 9,900K 사이에서 
색 온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된 “VAR” 값은 절대적인 값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레퍼런스 값으로 이용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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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 조정 (계속)

 ●수동 조정  
(R 게인과 B 게인 조정)

화이트 밸런스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R/B 게인 조정은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AWB A”, “AWB
B”, “VAR”로 설정되었을 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 조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 스텝 1에서 6은 “AWB A”, “AWB B”, “VAR” 메모리 선택에
대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선택이 이미 되었다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10 페이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 모드로 Manual1, Manual2, Manual3를 
선택합니다. 

 **   Camera   **

 Scene Manual1
     Contrast
     Picture
     Matrix

 Return

2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Picture”로 ▲ ▼
위치시킵니다.

3 [    ] 버튼을 누릅니다.○
“Picture 1/3”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Picture  1/3   ***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VAR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eturn

4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White ▲ ▼
Balance Mode”로 위치시킵니다.

5 [    ] 버튼을 누릅니다.○
“White Balance Mode”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6 [    ] 혹은 [    ] 버튼을 눌러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 ▼
“AWB A”, “AWB B”, “VAR”로 변경하고 [    ] 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

7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R Gain” 혹은 ▲ ▼
“B Gain”으로 위치시킵니다.  

8 [    ] 버튼을 눌러 “R Gain” 혹은 “B Gain” 값을 ○  
깜빡이도록 합니다. 

9 [    ] 혹은 [    ] 버튼을 눌러 “R Gain” 혹은 “B Gain”▲ ▼
숫자 값을 변경하고 [    ] 버튼을 눌러 설정을   
입력합니다.

○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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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레벨(마스터 페데스털) 조정
 ■블랙 레벨(마스터 페데스털) 조정

유닛을 포함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블랙 레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실행하려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는 오실로스코프 혹은 파형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유닛과 사용되는 디바이스에 맞춰 블랙 레벨을 조정합니다.

블랙 레벨은 촬영 모드(씬 파일)로 Manual1, Manual2, Manual3가
선택되었을 때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M/IRIS] 버튼을 누릅니다.
조리개를 수동 모드로 설정합니다.

2 [IRIS -] 버튼을 누릅니다. 

–] button.

렌즈 조리개는 이미지가 완전히 검게 될 때까지 닫습니다.

3 “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의 “촬영 모드 선택 방법”
(10 페이지)의 절차에 따라 Manual1, Manual2, 
Manual3를 선택합니다.  

4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Picture”로 ▲ ▼
위치시킵니다.

5 [    ] 버튼을 누릅니다.○
“Picture 1/3”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Picture  1/3   ***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VAR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eturn

6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Pedestal”로▲ ▼
위치시킵니다.

 ***   Picture  1/3   ***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VAR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eturn

7  [    ] 버튼을 눌러 “Pedestal” 값이 깜빡이기○
시작하도록 합니다.

8 [    ] 혹은 [    ] 버튼을 눌러 “Pedestal” 값을 ▲ ▼
변경하고 [    ] 버튼을 눌러 선택을 입력합니다.○
블랙 레벨을 약 5% 값으로 조정합니다.  

5 %

9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에서 빠져 나옵니다.

10  필요시 [A/IRIS] 버튼을 눌러 조리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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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카메라 메뉴는 유닛의 설정이 선택되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모니터는 비디오 시그널 출력 커넥터로 연결됩니다.
기본 카메라 메뉴 작동은 탑 메뉴 아이템에서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서브 메뉴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일부 서브 메뉴는 더욱 상세한 설정을 실행하는 메뉴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콘트롤러가 연결되었다면,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AW-HE40을 지원하기 위해 콘트롤러의 버젼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설명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과 콘트롤러(AW-RP50,  
AW-RP120, AK-HR200)을 이용한 카메라 메뉴 아이템 설정
변경에 대한 기본 작동입니다. 

무선 리코트 콘트롤을 사용해서 실행된 스텝만 아이템을 
선택하고 설정하도록 진행한 작동으로 여기에 설명됩니다.
콘트롤러을 사용해서 진행된 작동의 상세 내용에 대해,
기본 작동을 읽을 때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콘트롤러”로 
대체하면 됩니다.
또한,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동 표

카메라 메뉴 작동 무선 리모트 콘트롤
콘트롤러

AW-RP50 AW-RP120 AK-HRP200

작동할 유닛 선택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누릅니다.

[CAMERA STATUS/SELECTION]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1.   약 2초간 <SELECT>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  카메라 번호 디스플레이 
영역의 카메라 번호가 
깜빡입니다.

2.  켜진 <UP>/<DOWN> 버튼을
누릅니다.

 →  켜진 <UP>/<DOWN> 버튼을
눌러 카메라 메뉴를 
선택합니다.

3.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  선택된 카메라의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탑 메뉴 디스플레이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CAMERA OSD]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CHARA/MENU>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아이템 선택
[   ] 혹은 [   ]([   ] 혹은 [   ]) 버튼을▲ ▼ ◄ ►
누릅니다.

F1 다이얼을 돌립니다. <SELECT> 다이얼을 돌립니다.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 [    ] 버튼을 누릅니다.○ F1 다이얼을 돌립니다. <SELECT> 다이얼을 누릅니다.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 [Return] 위치에서 커서로, [    ] 버튼을
누릅니다.

○ [Return] 위치에서 커서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커서를 [Return]에 위치시키고, 
<SELECT> 다이얼을 누릅니다.

설정 변경

변경되는 아이템에서 커서로 [    ]
버튼을 눌러, 아이템 값의 깜빡임을

○
시작합니다.
[   ], [   ], [   ], [   ] 버튼을 눌러▲ ▼ ◄ ►
값을 변경하고 [    ] 버튼을 눌러
변경을 입력합니다.

○

1.   F1 다이얼을 눌러 설정의 깜빡임을
시작합니다.

2.  F1 다이얼을 돌려 설정을 
변경합니다.

3.  F1 다이얼을 눌러 설정을 
입력합니다.(깜빡임 정지)

1.   <SELECT> 다이얼을 눌러 설정값
깜빡임을 정지시킵니다.

2.  <SELECT> 다이얼을 돌려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3.  <SELECT> 다이얼을 눌러 설정값을
확인합니다.
(깜빡임 정지)

설정 변경 취소
설정이 깜빡일 때, [MENU] 버튼을 
빨리 누릅니다.
(2초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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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작동 무선 리모트 콘트롤
콘트롤러

AW-RP50 AW-RP120 AK-HRP200

카메라 메뉴 작동에서
나오기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CAMERA OSD]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CHARA/MENU>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 메뉴 작동을 실행하고 탑 메뉴에 디스플레이된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메뉴에서 빠져 나옵니다.
다른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메뉴 작동이 실행되거나 메뉴에서 빠져 나오면, 먼저 탑 메뉴를 디스플레이하고 하나의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메뉴에서 나오고 나서 탑 메뉴를 디스플레이하고 다른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메뉴에서 나옵니다.

 ● 유닛은 컨버터블 카메라(AW-HE870 제외)와 이미 시판된 HD 통합 카메라에서 채택된 콘트롤러에서 메뉴를 작동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카메라의 응답 속도는 사용되는 콘트롤러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참 조

기본 작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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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유닛을 선택합니다.

2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탑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선택된 아이템에▲ ▼
위치시킵니다.
[    ] 혹은 [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커서가 이동합니다.▲ ▼
커서는 [    ]과 [    ] 버튼을 이용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

4 [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아이템의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일부 서브 메뉴 아이템은 자체의 서브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5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커서를 설정되는 ▲ ▼
아이템으로 위치시킵니다.
[    ] 혹은 [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커서가 이동합니다.▲ ▼
커서는 [    ]과 [    ] 버튼을 이용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Return” 위치에서 커서로, [    ] 버튼을 눌러 이전 메뉴로

►

돌아갑니다.
○

6 [    ]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되는 아이템의 값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7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
설정은 [    ]과 [    ] 버튼을 이용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 [    ]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되는 아이템의 값이 입력되고 깜빡임이 정지됩니다.

9 설정이 완료된 후,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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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AW-RP50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러에서 작동

POWER ALARM F1 CAMERA
OSD

R/B GAIN R/B PED

SYSTEMSETUPCAMERASCENE/MODEDETAILDELETESTORE

PAGEMENU F2 EXIT

USER2USER1

PT ACTIVEAUTOIRIS

AUTO

HILOW
PTZ/FOCUS SPEEDFOCUS/PUSH OAF

TELE

ZOOM

WIDE

CAMERA STATUS / SELECTION

PRESET MEMORY / MENU

GAIN/PED

F2

F1

1 2 3

AWB/ABB

4

SHUTTER

5

1 2 3 4 5

6 7 8 9 10

카메라 메뉴 작동 용
CAMERA OSD :
  이 버튼이 2초간 눌리면, 선택된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 출력 이미지가 오버래핑
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될 때
2초간 눌리면, 메뉴에서 나갑니다

F1 :
  F1을 돌려 커서를 카메라 메뉴에서

위 아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F1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최저 레벨
에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작동될 카메라 선택용

 ●카메라 메뉴 작동

1  적절한 <CAMERA STATUS/SELECTION> 버튼을
눌러 작동하려는 유닛을 선택합니다.

2 AW-RP50의 <CAMERA OSD>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AW-HE40 카메라 메뉴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AW-HE40 카메라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위 아래로 이동하거나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최저 레벨에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4 카메라 메뉴에서 빠져 나오려면, <CAMERA OSD>를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모드 사이에 전환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이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9 (SETUP)>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SETUP]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UNCTION]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4 F1 다이얼을 돌려 [OPTION]을 선택합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주간 모드
On : 야간 모드
●  자동 모드는 이 작동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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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색 온도 설정(COLOR TEMP)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이 선택 가능해 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4 (AWB/ABB)>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AWB/ABB] 메뉴가 LCD 패널에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VAR]을 선택합니다.
색 온도 구성은 [VAR]이 선택되면 가능하고, 카메라의
색 온도에 처음으로 설정됩니다.
설정을 조정하려면, 아래 내용을 진행합니다.

4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8 (CAMERA)>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GROUP] 메뉴가 나타납니다.

5 F1 다이얼을 돌려 [COLOR TEMP]를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색 온도가 나타납니다.

6 F2 다이얼을 돌려 색 온도를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프리셋 속도 표 설정(PRESET SPEED)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이 선택 가능해 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9 (SETUP)>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USER]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PRESET]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4 F1 다이얼을 돌려 [PRESET SPEED] 버튼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Slow] 혹은 [Fast]가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Slow] 혹은 [Fast]를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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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프리셋 재생 중 고정 이미지
(FREEZE DURING)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이 선택 가능해 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의 <9 (SETUP)>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USER]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UNCTION]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4 F1 다이얼을 돌려 [FREEZE DURING]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On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 설정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이 선택 가능해 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의 <9 (SETUP)>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USER]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UNCTION]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4 F1 다이얼을 돌려 [OIS]를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  LCD 패널에 “OIS”가 나타나더라도,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은 AW-HE40에서 켜지고 꺼집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끕니다.
On :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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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USER> 버튼에  [FREEZE DURING], 
[COLOR TEMP]와 [DIGITAL EXTENDER]
할당

프리셋 재생(FREEZE DURING), 색 온도 설정(COLOR TEMP)과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DIGITAL EXTENDER)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기능의 켜고 끄기를 <USER>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이 선택 가능해 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9 (SETUP)>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USER]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USER1] 혹은 [USER2]를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USER>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FREEZE DURING] 혹은 [COLOR
TEMP]를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FREEZE DURING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하는 기능
COLOR TEMP :
  색 온도 설정
D. EXT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 설정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이 선택 가능해 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9 (SETUP)>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USER]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UNCTION]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4 F1 다이얼을 돌려 [D. EXTENDER]를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를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끕니다.
On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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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AW-RP120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러에서 작동

카메라 메뉴 작동용
CAMERA OSD :
  

F1 :
  

작동될 카메라 선택용

 ●카메라 메뉴 작동

1  적절한 <CAMERA SELECT/GROUP SELECT>
버튼(<1> - <10>)을 눌러 작동하려는 유닛을 선택
합니다.

2 AW-RP120의 <CAMERA OSD>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AW-HE40 카메라 메뉴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AW-HE40 카메라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위 아래로 움직이거나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최저 레벨에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4 카메라 메뉴에서 나오려면, <CAMERA OSD>를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드 사이의 전환

1  AW-RP12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집니다.

2 FUNCTION 메뉴 <23>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OPTION]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UNCTION]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4 F1 다이얼을 돌려 [OPTION]을 선택합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주간 모드
On : 야간 모드
●  자동 모드는 이 작동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버튼이 2초간 눌리면, 선택된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 출력 이미지가 오버래핑
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될 때
2초간 눌리면, 메뉴에서 나갑니다

F1을 돌려 커서를 카메라 메뉴에서
위 아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F1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최저 레벨
에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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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색 온도 설정(COLOR TEMP)

1  <WHITE BAL>의 <EXIT> 버튼과 <ATW>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WHITE BAL>의 <A>, <B>, <ATW> 버튼이 켜지고, 색 온도 
설정 모드가 가능해 집니다.
색 온도 설정 값이 LCD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2 F1 다이얼을 돌려 색 온도를 변경합니다.
<WHITE BAL>의 <A>, <B>, <ATW> 버튼을 눌러 선택된 
버튼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모드는 색 온도 모드에서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 원래
모드로 전환됩니다.
색 온도 설정을 다시 구성하려면, <WHITE BAL>의
<EXIT> 버튼과 <ATW>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프리셋 속도 표 설정(PRESET SPEED)

1  AW-RP12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집니다.

2 FUNCTION 메뉴 <23>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OPTION]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PRESET SPEED] 버튼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Slow] 혹은 [Fast]가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Slow] 혹은 [Fast]를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 고정
(FREEZE DURING)

1  AW-RP12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집니다.

2 FUNCTION 메뉴 <23>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OPTION]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REEZE DURING] 버튼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On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합니다.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 설정

1  AW-RP12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집니다.

2 FUNCTION 메뉴 <23>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OPTION]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OIS] 버튼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  LCD 패널에 “OIS”가 나타나도,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은 AW-HE40에서 켜지고 꺼집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끕니다.
On :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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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USER> 버튼에  [FREEZE DURING], 
[COLOR TEMP]와 [DIGITAL EXTENDER]
할당

1  AW-RP12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집니다.

2 USER 메뉴 <35>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USER1]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USER1] - [USER8]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USER> 버튼에 할당가능한 기능들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FREEZE DURING] 혹은 [COLOR
TEMP]를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FREEZE DURING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하는 기능
COLOR TEMP :
  색 온도 설정
D. EXT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 설정

1  AW-RP12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집니다.

2 FUNCTION 메뉴 <23>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OPTION]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D. EXTENDER]를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혹은 [On]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를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끕니다.
On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켭니다.

프리셋 재생(FREEZE DURING), 색 온도 설정(COLOR TEMP)과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DIGITAL EXTENDER)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기능의 켜고 끄기를 <USER>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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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AK-HRP200 리모트 작동 패널에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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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될 카메라 선택용
1.  <SELECT>를 약 2초간 누릅니다.
  카메라 번호 디스플레이 영역의 카메라 번호가

깜빡입니다.
2.  켜진 <DATA SET> 버튼(<UP>와 <DOWN>)을 

누릅니다. 
  켜진 <DATA SET> 버튼(<UP>와 <DOWN>)을 

눌러 카메러 번호를 선택합니다.
3.  <SELECT>(카메라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카메라의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용
<CHARA/MENU> 버튼이 2초간 눌리면, 선택된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 출력 
이미지가 오버래핑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될 때 2초간 눌리면, 
메뉴에서 나갑니다 
SELECT :

  

<SELECT>를 돌려 커서를 카메라 메뉴에서 
위 아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SELECT>를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최저 레벨에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

1  AK-HRP200의 <CHARA/MENU>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AW-HE40 카메라 메뉴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2 <SELECT> 다이얼을 돌려 AW-HE40 카메라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SELECT>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위 아래로 이동하거나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SELECT> 다이얼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디동하거나 최저 레벨에서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3 카메라 메뉴에서 나가려면, <CHARA/MENU>를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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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계속)

아래의 작동은 AK-HRP200 리모트 작동 패널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AK-HRP200 사용 설명서 <기초>를 참조합니다.

콘트롤/디스플레이 컴포넌트 라벨

AW-HE40

√ :  지원됨
* :  제한적 지원
—:

  
지원 안됨

비고

1 카메라 파워 스위치 HEAD POWER √

2 VF 파워 스위치 VF POWER —

3 컬러 바 시그널 출력 스위치 BARS/TEST * TEST_ON으로 전환하지 않습니다.

4 자동 화이트 밸런스 스위치 AUTO WHITE √
AWB/ABB 수신 후 최소 2초간 
동작 상태가 지속됩니다.

5 자동 블랙 밸런스 스위치 AUTO BLACK —

6 자동 셋업 스위치 AUTO SETUP —

7 5600k 스위치 5600k —

8 매트릭스 스위치 MATRIX —

9 스킨 컬러 디테일 스위치 SKIN DTL ON —

10 Knee OFF 스위치 KNEE OFF —

11 디테일 OFF 스위치 DTL OFF —

12
셔터 ON/OFF 스위치, STEP/SYNC 
스위치

SHUTTER ON STEP/SYNC *
셔터 값이 SYNC에서 전환 도중에 
고정됩니다.(No. 36 참조)

13 씬/유저 파일 선택 스위치 SCENE/USER FILE SHIFT —

14 씬/유저 파일 1 스위치 SCENE/USER FILE1 √ Manual1과 동일

15 씬/유저 파일 2 스위치 SCENE/USER FILE2 √ Manual2와 동일

16 씬/유저 파일 3 스위치 SCENE/USER FILE3 √ Manual3과 동일

17 씬 파일 4 스위치 SCENE FILE 4 √ Full Auto와 동일

18 씬/유저 파일 스토리지 스위치 SCENE/USER FILE STORE —

19 볼륨 잠금 스위치 VOL LOCK √

20 R 게인 볼륨 GAIN R √

21 B 게인 볼륨 GAIN B √

22 R 플레어/페데스털 볼륨 FLARE/PED —

23 B 플레어/페데스털 볼륨 FLARE/PED —

24 DTL 볼륨 DTL —

25 데이터 설정 (up) DATA SET UP √

26 데이터 설정 (down) DATA SET DOWN √

27 조정값 디스플레이 None √

28 IRIS 디스플레이 IRIS *
작동이 지원되지만, IRIS 값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29 ND/CC 디스플레이 선택 스위치
DISPLAY SELECT

*
ZOOM/FOCUS MODE 전환에

ND/CC

30 ND 디스플레이 ND —

31 CC 디스플레이 CC —

32
M.GAIN / M.PED 디스플레이 DISPLAY SELECT

√
선택 스위치 M.GAIN/M.PED

33 M.GAIN 디스플레이 M.GAIN √

34 M.PED 디스플레이 M.PED √

35
SHUTTER 디스플레이 선택 DISPLAY SELECT

√
스위치 SH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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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디스플레이 컴포넌트 라벨

AW-HE40

√ :
  
지원됨

* :
  
제한적 지원

—:
  
지원 안됨

비고

36 SHUTTER 디스플레이 SHT *

셔터 값은 SYNG에서 전환 도중
고정됩니다.
• For 59.94p, 59.94i: 1/100
• For 29.97p: 1/120
• For 23.98p: 1/120
• For 50p, 50i: 1/120
• For 25p: 1/12

37 SYNC 디스플레이 SYNC *
7SEG용 디스플레이는 SYNC 도중
“----” 가 됩니다.

38 카메라 번호 디스플레이 CAM No. √

39 카메라 번호 텐스 디스플레이 10-19 √

40 카메라 선택 스위치 CAM SEL √

41 메뉴/글자 스위치
CHARA

MENU ON/OFF
√

42 로터리 선택 스위치 SELECT √

MENU ON일 때만 가능.
ZOOM이 선택되면, FOCUS 조정은
선택 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FOCUS가 선택되면, ZOOM 조정은
선택 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43 적/녹 tally 디스플레이 콜 스위치 TALLY/CALL * CALL은 불가능합니다.

44 알람 디스플레이 ALARM —

45 옵티컬 알람 디스플레이 OPT —

46 조리개/마스터 페데스털 잠금 IRIS/M.PED LOCK √

47 조리개 레버 IRIS (     )↑ ↓ *
IRIS 값은 7SEG용으로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48 마스터 페데스털 볼륨 M.PED (        )← → √

49 프리뷰 스위치 PUSH PREVIEW —

50 페이더 풀 스위치 FEDER FULL —

51 자동 조리개 스위치 AUTO √

52 조리개 닫힘 스위치 CLOSE —

53 센스 볼륨 SENSE *
ZOOM/FOCUS SPEED 조정용으로
사용됨.

54 코스 볼륨 COARSE —

55 렌즈 익스텐더 디스플레이 EXT —

56 디지털 익스텐더 디스플레이 D.EXT √
줌 모드가 “D.Extender”로 설정되면
표시가 켜집니다.

57 SD 카드 액세스 디스플레이 SD CARD √

58 줌 √ ZOOM이 선택되면, FOCUS 조정은
선택 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59 포커스 √ FOCUS가 선택되면, ZOOM 조정은
선택 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기본 작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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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카메라 메뉴 아이템 설정

카메라 메뉴는 유닛의 설정이 선택되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모니터는 비디오 시그널 출력 커넥터로 연결됩니다.
기본 카메라 메뉴 작동은 탑 메뉴 아이템에서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서브 메뉴의 설정을 선택합니다.
일부 서브 메뉴는 더욱 상세한 설정을 실행하는 메뉴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하여 카메라 메뉴를 디스플레이하고 
아이템을 변경하는 기본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22 - 3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메뉴 타이틀의 “*”와 “#” 마크는 최근에 디스플레이된 메뉴의
계층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 * Top Menu * ”는 첫번째 계층 레벨을 나타내고
“ ** Camera ** ”와 “## Maintenance ##”는 두번째 계층 
레벨이 현재 디스플레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level is now displayed.
“ * ” 마크가 붙은 메뉴 아이템은 씬 바이 씬을 기본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표시하고, “#” 마크가 붙은 메뉴 아이템은
씬과 상관없이 하나의 카메라에 같이 저장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탑 메뉴 스크린

 *   Top Menu   *

 Camera Scene:  Full Auto
 System
 Maintenance

Camera
이를 선택하여 카메라 이미지에 관련된 카메라 메뉴를 
엽니다.

System
카메라의 출력 이미지 설정이 구성된 시스템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Maintenance
유닛의 펌웨어 버젼 확인, IP 어드레스 확인과 설정 초기화에
관련된 유지 보수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탑 메뉴는 “복구” 설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메뉴 스크린을 닫으려면,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메뉴
스크린을 닫는 작동을 실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22 - 3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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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카메라 스크린  
(Full Auto 선택시)

이 메뉴는 카메라 이미지 설정에 사용됩니다.

  **   Camera   **

 Scene Full Auto
     Contrast Level 0
     Day/Night Day
        Night-Day Level ----

 Return

Scene  
[Full Auto, Manual1, Manual2, Manual3]

여기에서 선택된 것은 촬영 상황에 일치하는 촬영 모드
입니다.  
일반적인 촬영 조건과 사용자의 기호에 가장 적합한 모드를
선택합니다.

Full Auto :  이 모드에서, 준비된 촬영 조건에 대한 최적 
설정과 조정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Full Auto”가 선택되면, 자세한 설정과 
조정 메뉴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Manual1 - 3 :   이 모드에서, 자세한 설정과 조정은 
일반적인 촬영 조건과 사용자 기호에 일치
하도록 수동으로 조정됩니다.
Manual1, Manual2, Manual3 모드가 선택 
되었을 때, 관련 모드에 대한 자세한 설정과
조정이 디스플레이됩니다.

Contrast Level [–10 - +10]
이 설정은 이미지 밝기가 조정될 때 콘트라스트 레벨입니다.

Day/Night [Day, Night, Auto]
정상 촬영 혹은 낮은 조명 촬영(적외선으로 피사체 노출)을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콘트라스트 2/2 스크린”(38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Night-Day Level [Low, Mid, High]
Day/Night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레벨을 조정합니다.
●  Day/Night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turn
이를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카메라 스크린  
(Manual1 - 3 선택시)

 **   Camera   **

 Scene Manual1
     Contrast
     Picture
     Matrix

 Return

Scene  
[Full Auto, Manual1, Manual2, Manual3]

좌측열의 Scene의 섹션을 참조합니다.

Contrast
이를 선택하여 밝기를 조정하는 콘트라스트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Picture
이 메뉴 아이템은 픽쳐 퀄리티를 조정하는 픽쳐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세가지 스크린(픽쳐 1/3, 픽쳐 2/3, 픽쳐 3/3)이 픽쳐 퀄리티 
조정 메뉴로 제공됩니다.

Matrix
이 메뉴 아이템은 16 축 컬러 매트릭스를 조정하는데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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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콘트라스트 1/2 스크린

  **   Contrast  1/2   **

 Contrast Mode Auto
     Contrast Level 0
     Shutter Mode ----
         Step/Synchro ----
         Frame Mix ----
         Auto F.Mix Max Gain  0dB
 Gain Auto
     AGC Max Gain 24dB

 Return

Contrast Mode [Auto, Manual]
이 아이템은 이미지 밝기(콘트라스트)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콘트롤되는 여부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Auto :  조리개, 셔터 속도, 프레임 추가가 자동으로 
콘트롤되고 카메라 밝기도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Manual :  작동은 수동으로 설정된 값을 이용하여 작동됩니다.

Contrast Level [–10 - +10]
이 설정은 이미지 밝기가 조정되었을 때 콘트라스트 
레벨입니다.
이 아이템은 “Contrast Mode”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될 수 있습니다.

Shutter Mode [Off, Step, Synchro]
카메라 셔터 속도를 선택합니다.
이 아이템은 “Contrast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 :  셔터는 OFF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립할 수 없습니다.)

Step :  스텝 셔터는 설정되었습니다.
(스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ynchro :   Synchro 셔터가 설정되었습니다.
(설정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ep/Synchro
이것은 “Shutter Mode” 설정으로 선택된 모드에서 셔터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빠른 셔터 속도를 선택하면,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가 쉽게
희미해지지 않지만 이미지가 더 어두워집니다.

설정할 수 있는 셔터 속도가 아래와 같습니다.

[59.94 Hz가 유닛의 주파수로 설정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tep”이
선택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선택되었을 때

1/10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59.94 Hz - 최대 660.09 Hz   
(255 스텝) 

[50 Hz가 유닛의 주파수로 설정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tep”이
선택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선택되었을 때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50.00 Hz - 최대 570.12 Hz   
(255 스텝) 

Frame Mix [Auto, Off, 6dB, 12dB, 18dB, 24dB]
프레임 추가(센서 스토리지를 사용하여 gain-upp)량에 대해
선택합니다.
이 아이템은 “Shutter Mode” 아이템 설정으로 “Off”가 
선택될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추가가 실행되면, 이미지가 일부 프레임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타납니다.

Auto F.Mix Max Gain [0dB, 6dB, 12dB, 18dB]
“Contrast Mode”에 대한 “Auto” 혹은 “Frame Mix”에 대한 
“Auto”가 선택되면, 최대 프레임 추가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추가가 자동 설정에서 실행된다면, 마치 이미지가 일부
프레임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타납니다.

Gain
[Auto, 0dB, 3dB, 6dB, 9dB, 12dB, 15dB, 18dB, 21dB, 
24dB, 27dB, 30dB, 33dB, 36dB, 39dB, 42dB, 45dB, 
48dB]

이미지 게인이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너무 어두운 장소에서, 게인을 위로 조정하고 반대로, 
너무 밝은 장소에서 게인을 아래로 조정합니다.
“Auto”가 설정되면, 광량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게인이 증가하면 노이즈가 증가합니다.

AGC Max Gain
[6dB, 12dB, 18dB, 24dB, 30dB, 36dB, 42dB, 48dB]

“Gain”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면, 최대 gain-up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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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콘트라스트 2/2 스크린

***    Contrast  2/2   ***

    Day/Night Day
       Night-Day Level ----

 Return

Day/Night [Day, Night, Auto]
정상 촬영과 낮은 조명 촬영(적외선으로 피사체 노출)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Day : 정상 촬영
Night : 낮은 조명 촬영
Auto :  피사체의 조명 조건과 촬영 위치에 따라 표준 촬영과

야간 투시 촬영 사이에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야간 모드에서, 흑백 이미지가 출력됩니다.
렌즈 조리개는 강제로 열리도록 설정됩니다. 

 ● 야간 모드에서,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포커스가 수동으로 설정되면, 포커스는 주간과 야간 
모드 사이에서 전환될 때 촬영 조건에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포커스를 조정하거나 포커스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 “Auto”가 선택되어도, 촬영은 피사체에 따라 주간과 
야간 모드 사이에서 기대대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조정을 실행합니다.
주간 모드에서 야간 모드로 전환
  게인 값과 프레임 저장 값이 밝기 조정으로 최대일

때 전환합니다.
촬영 모드(씬)가 “Manual1” - “Manual3”일 때, 

  AGC Max Gain과 Auto F.Mix max Gain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로 전환
  야간-주간 레벨 설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검은 물체에 클로즈업을 실행하면, 유닛은 위의 조정을
실행한 후에도 야간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 조

Night-Day Level [Low, Mid, High]
주간/야간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레벨을 조정합니다.
●  주간/야간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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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픽쳐 1/3 스크린 

 ***   Picture  1/3   ***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AWB A
     Color Temperature ----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eturn

Chroma Level [–3 - +3]
이 설정은 이미지의 컬러 명암(크로마 레벨)입니다.

White Balance Mode
[ATW, AWB A, AWB B, 3200K, 5600K, VAR]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선택됩니다.
광원의 본질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컬러링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로 제공되는 화이트 컬러가 인식되면, 피사체는 
자연스러운 컬러링으로 촬영됩니다.

ATW :  광원 혹은 색 온도가 변경되더라도 이 모드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정정합니다.

AWB A, AWB B :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고 화이트 밸런스가  

실행되면, 조정 결과는 선택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런 다음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면, 선택된  
메모리에 저장된 화이트 밸런스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3200K :
   광원으로 3200K 할로겐 조명이 사용될 때 이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이상적입니다.
5600K :
   광원으로 5600K 햇빛 혹은 형광등 조명이 사용될 때

이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이상적입니다.
VAR :  2400K - 9900K의 색 온도를 지정합니다.

Color Temperature [2400K - 9900K]
2400K - 9900K의 색 온도를 지정합니다.(약 100K 단위)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VAR”로 설정되었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R Gain, B Gain [-30 - +30]
화이트 밸런스 모드 설정으로 “AWB A”, “AWB B”, “VAR”이 

 

선택되면, 자동 화이트 밸런스(AWB)가 실행된 후, 화이트 
밸런스는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동 화이트 밸런스(AWB)가 실행되면, R Gain과 
B Gain 값은 “0”으로 돌아갑니다.  

 ● 화이트 밸런스 모드 설정으로 “AWB A”, “AWB B”,   
“VAR”이 선택되면, R Gain과 B Gain 조정값은 A, B, 
VAR의 세 개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값이 설정되면, 이전의 값은 지워집니다.
촬영 조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 각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 R Gain과 B Gain 조정은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ATW”, 
“3200K”, “5600K”로 설정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참 조

Pedestal [–10 - +10]
이 아이템은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이 쉽게 보이도록 블랙
레벨을 조정(페데스털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너스 설정이 선택되었을 때 이 부분은 더욱 어두워지고, 
반대로 플러스 설정이 선택되면 밝아집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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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픽쳐 2/3 스크린 

 ***   Picture  2/3   ***

 Detail Low
     Detail Level H 18
     Detail Level L 9
 Flesh Tone Mode Off
 HDR Off
 DRS Off
 Gamma Type Normal
     Gamma Level Mid

 Return

Detail [Off, Low, High]
이미지 디테일(이미지 선명도)는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디테일이 향상됩니다.

Detail Level H
[Detail Level L setting +1 - 18]

“Detail” 설정으로 “High”가 선택되었을 때 이미지 선명도
레벨은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Detail Level L
[1 - Detail Level H setting –1]

“Detail” 설정으로 “Low”가 선택되었을 때 이미지 선명도
레벨은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Flesh Tone Mode [Off, Low, High]
이 설정은 피사체가 좀더 부드럽고 눈에 띄게 보이도록 하는
피사체의 피부 디스플레이에 대한 플레쉬 톤 모드입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효과가 향상됩니다.

HDR [Off, Low, High]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모드의 효과를 조정합니다.
피사체를 극도로 높은 콘트라스트로 촬영할 때 밝고 어두운
영역에 대해 적절한 노출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촬영 조건에 따라, 픽쳐 퀄리티는 늘어난 노이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닛의 진동은 희미한 혹은 왜곡된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촬영 장소에서는 이 효과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밝기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비디오는 4 프레임
지연됩니다.

 ●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아래의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Day/Night
 ● Night-Day Level
 ● DRS
 ● Gamma Type
 ● Back Light COMP.
 ● Freeze During Preset
 ● Image Stabilizer

참 조

DRS [Off, Low, High]
이 설정은 심각한 밝고/어두운 차이가 있는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될 때 정확한 양의 보상을 제공하는 DRS 
기능입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효과는 더욱 향상됩니다.
하지만, 촬영 조건에 따라, 픽쳐 퀄리티는 늘어난 노이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Gamma Type [Off, Normal, Cinema]
이 선택은 감마 커브의 형태입니다.
보통, “Normal” 설정이 사용됩니다.
“Cinema”가 선택되면, 영화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이미지가 
촬영됩니다.

Gamma Level [Low, Mid, High]
이 아이템은 감마 보상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Gamma Type이 “Normal”로 설정될 때 사용 가능합니다.
“Low”가 설정되면, 이미지는 차분하고 편안하게 나타납니다.
감마 커브 결과는 낮은 밝기 영역에서 부드러운 기울기를 
보여주고 콘트라스트는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High”가 설정되면, 어두운 영역의 톤 레인지는 
이미지가 더 밝은 톤이 되도록 확장됩니다.
감마 커브 결과는 낮은 밝기 영역에서 날카로운 기울기를
보여주고, 콘트라스트는 부드러워집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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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픽쳐 3/3 스크린 

 ***   Picture  3/3   ***

 Back Light COMP. Off
 DNR Low

 Return

Back Light COMP. [Off, On]
백라이트 보상 기능에 대한 “On” 혹은 “Off”가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백라이트 조건에서, 이 기능은 피사체 뒷면에 조명을
비춰서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늘 혹은 그림자 속의
이미지를 좀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콘트라스트 모드, 게인, 프레임 믹스 아이템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DNR [Off, Low, High]
이 설정은 야간이나 낮은 밝기 환경에서도 밝고, 노이즈
없는 깨끗한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하는 디지털 노이즈
감소 효과의 레벨입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노이즈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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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16축 컬러 매트릭스
  (이 작동은 Manual1 - 3이 씬 설정으로 선택되었을 때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Matrix 1/3 스크린>  

 ***   Matrix  1/3   ***

 Matrix Type  Normal
              [ Saturation ] [ Phase ]
    B ---- ----
    B_B_Mg ---- ----
    B_Mg_Mg ---- ----
    Mg ---- ----
    Mg_R ---- ----
    R ---- ----

 Return

<Matrix 2/3 스크린>  

 ***   Matrix  2/3   ***

 Matrix Type  Normal
              [ Saturation ] [ Phase ]
    R_R_Yl ---- ----
    R_Yl_Yl ---- ----
    Yl ---- ----
    Yl_Yl_G ---- ----
    Yl_G_G ---- ----
    G ---- ----

 Return

<Matrix 3/3 스크린>  

 ***   Matrix  3/3   ***

 Matrix Type  Normal
              [ Saturation ] [ Phase ]
    G_Cy ---- ----
    Cy ---- ----
    Cy_Cy_B ---- ----
    Cy_B_B ---- ----

 Return

Matrix Type [Normal, EBU, NTSC, User]
프리셋 컬러 매트릭스 데이터가 로드되고, 채도와 페이스가 
그에 따라 보상됩니다.
“User”가 선택되면, 채도와 페이스는 16축 컬러 매트릭스 
(B - Cy_B_B)를 이용하여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90°

180°

270°

0°

22.5°

45°

67.5°112.5°

135°

157.5°

202.5°

225°

247.5° 292.5°

315°

337.5°

B

B_B_Mg

B_Mg_Mg

Mg

Mg_R

R

R_R_Yl

R_Yl_Yl

Yl

Yl_Yl_G

Yl_G_G

G

G_Cy

Cy

Cy_Cy_B

Cy_B_B

MG@61°
R@104°

Ye@168°

G@241°
Cy@284°

B@348°

컬러 매트릭스, 컬러 위치

(Blue)

(Magenta)(Red)

(Yellow)

(Green) (Cyan)

B - Cy_B_B: Saturation [–31 - +31]
B에서 Cy_B_B의 채도는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B - Cy_B_B: Phase [–63 - +63]
B에서 Cy_B_B의 페이스는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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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시스템 스크린
카메라의 출력 이미지 설정이 구성되는 메뉴입니다.

 **   System   **

 Output
 Others
 
 

 Return

Output
카메라의 출력 이미지 설정에서 선택한 출력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Others
카메라의 팬-틸트 헤드 유닛의 설치 상태와 기타 기능과
관련된 설정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를 선택하는 기타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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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기타 스크린

 ***   Output   ***

 Format 1080/59.94i
 Frequency 59.94Hz
 

 Return

Format  
[Auto, 1080/59.94p, 1080/59.94i, 1080/29.97PsF, 
1080/29.97p, 720/59.94p,  1080/50p, 1080/50i, 
1080/25PsF, 1080/25p, 720/50p]

비디오 포맷은 이 스크린에서 변경됩니다.
출력될 수 있는 이미지의 포맷은 AW-HE40H와 AW- 
HE440S 사이에서 다릅니다.
포맷 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포맷 변경”(4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Frequency [59.94Hz, 50Hz]
이 아이템은 프레임 주파수를 전환할 때 선택됩니다.

 ● 주파수가 전환되면, “Format”이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59.94Hz 50Hz

1080/59.94p ↔ 1080/50p

1080/59.94i ↔ 1080/50i

1080/29.97PsF ↔ 1080/25PsF

1080/29.97p ↔ 1080/25p

720/59.94p ↔ 720/50p

 ● 주파수 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주파수 변경”
(4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주파수를 변경한 경우는 본 유닛이 자체적으로 재시작 
합니다. 재시작 중에는 조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주변 기기 중에는 본 유닛의 재시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변경한 경우는 주변 기기의
전원을 같이 켜도록 합니다.

참 조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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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포맷 변경
출력 스크린에서 현재 설정으로부터 포맷이 변경되면,
포맷 변경 확인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포맷 변경 확인 스크린

 ###   Format   ###

 Do you want to set Format?

 (1080/59.94p)

 CANCEL
 O.K.

●  설정되는 포맷은 스크린에서 괄호 안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필드 주파수 59.94 Hz 50 Hz 

사용할 때
AW-HE40H를

Auto, 
1080/59.94p, 
1080/59.94i, 
720/59.94p, 
1080/29.97p, 

1080/29.97PsF

Auto, 
1080/50p, 
1080/50i, 
720/50p, 
1080/25p, 

1080/25PsF

사용할 때
AW-HE40S를

1080/59.94i, 
720/59.94p, 
1080/29.97p, 

1080/29.97PsF

1080/50i, 
720/50p, 
1080/25p, 

1080/25PsF

●  커서가 포맷 변경 확인 스크린에서 “O.K.”로 이동하고 
설정이 입력되변, 포맷 설정 스크린이 몇 초간 나타나고,
포맷이 변경됩니다.
포맷이 변경된 후, 디스플레이는 출력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형태의 모니터에서, 포맷 설정 스크린은 디스플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맷 설정 스크린

 ###   Format   ###

 Format set.

 (1080/59.94i)

●  설정되는 포맷은 스크린에서 괄호 안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커서가 포맷 변경 확인 스크린에서 “CANCEL”로  
이동하고 설정이 입력되면, 포맷 불변 스크린이 5초간 
나타나고, 포맷은 변하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디스플레이는 
출력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주파수 변경
현재 선택된 주팜수가 출력 스크린에서 변경되면, 주파수 변경
확인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주파수 변경 확인 스크린

 ###   Frequency   ###

 Do you want to set Frequency?

 (59.94Hz)

 CANCEL
 O.K.

●  설정되는 주파수는 스크린에서 괄호 안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  커서를 주파수 변경 확인 스크린에서 “O.K.”로 이동하고 
확인하면, 유닛은 재시작하고 주파수 설정 스크린이 5초간
나타납니다.

주파수 설정 스크린

 ###   Frequency   ###

 Frequency set.

 (59.94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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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기타 1/3 스크린 

 ***   Others  1/3   ***

 Install Position Desktop
 Preset Speed Table Fast
 Preset Speed 10
 Preset Scope Mode A
 Freeze During Preset Off
 Speed With Zoom POS. On
 Focus Mode Auto
     Focus ADJ With PTZ. ----

 Return

Install Position [Desktop, Hanging]
“Desktop” 혹은 “Hanging”이 유닛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선택됩니다.

Desktop :  독립형 설치
Hanging :  천정 설치형 설치

●  “Hanging”이 선택되면, 이미지의 상, 하, 좌, 우가 반대가
되고, 패닝과 틸팅의 상/하/좌/우 콘트롤도 반대로  
됩니다.

Preset Speed Table [Slow, Fast]

프리셋 속도표를 설정합니다.(Slow, Fast)
프리셋 재생 도중, 프리셋 조치는 여기에서 설정된 표를 근거로 

한 프리셋 속도(1 - 30) 값으로 실행됩니다. 
Slow :  프리셋 속도표를 “Slow”로 설정합니다.
Fast :  프리셋 속도표를 “Fast”로 설정합니다.

Preset Speed [1 - 30]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된 카메라 방향과 기타 정보를 재생성할 
때, 30개의 프리셋 팬-틸트 작동 속도가 있습니다.

 ● 프리셋 속도 설정으로 높은 값이 선택되면, 스크린의
이미지는 작동이 멈출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참 조

Preset Scope [Mode A, Mode B, Mode C]   
이 선택은 프리셋 메모리의 내용이 재생성될 때 불러오는 
설정 아이템입니다.

Mode A :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Gain,
White-BAL

Mode B :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Mode C :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Freeze During Preset [Off, On]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기능을 켜고 끕니다.
이것이 “On”으로 설정되면, 프리셋 재생은 출력되는 프리셋
재생의 시작을 진행하는 즉시 스틸 이미지로 실행됩니다.
이미지 고정은 프리셋 재생이 끝나면 릴리스됩니다.

 ● 이것이 “On”으로 설정되면, 프리셋 작동의 시작은
고정되는 이미지로 인해 시시각각 지연될 수 있습니다.

 ● HDR이 “Low” 혹은 “High”로 설정되면, 이것은 “Off”로 
설정됩니다.

참 조

Speed With Zoom POS. [Off, On]
줌 확대에 따라 카메라 방향의 조정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On”이 설정되면, 패닝과 틸팅 작동은 줌 상태에서 느려집니다.
이 기능은 프리셋 작동 도중 효과가 없습니다.

Focus Mode [Auto, Manual]
포커싱 기능에 대한 “Auto” 혹은 “Manual”이 설정됩니다.

Auto :  피사체는 항상 자동으로 포커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Manual : 포커스가 수동으로 작동됩니다.

Focus ADJ With PTZ. [Off, On]
수동 포커스 설정에서 패닝, 틸팅, 줌잉 작동 도중 포커스
아웃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기능에 대한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이 아이템은 “Focus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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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기타 2/3 스크린 

 ***   Others  2/3   ***

 Zoom Mode D.Zoom
     Max Digital Zoom ×16
 Image Stabilizer Off
 Tally Enable
 IR Control Enable
 IR ID CAM1
 CAM/BAR Camera

 Return

Zoom Mode
[Opt.Zoom, i.Zoom, D.Zoom, D.Extender]

최대 줌 확대를 설정합니다.

Opt.Zoom :   옵티컬 줌만 사용합니다. 최대 30x 옵티컬 줌이
가능합니다.

i.Zoom :   i.Zoom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가능하면 픽쳐 퀄리티에서 드롭을
줄이면서 전자 줌을 가능하게 합니다.
옵티컬 줌과 전자 줌을 합쳐, 최대 40x 줌이 
가능합니다.

D.Zoom :   디지털 줌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줌으로 저하되는 픽쳐 퀄리티를 디지털 줌으로 
올립니다.

D.Extender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이 가능하면, 고정된 디지털 줌 확대를
유지하면서 옵티컬 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이미지 퀄리티를 저하시켜 줌 
작동의 유연화가 가능합니다.

Max Digital Zoom
[x2 to x16]

최대 디지털 줌 확대를 설정합니다.
줌 모드가 “D.Zoom”으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Image Stabilizer [Off, On]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끄고 켭니다.

 ●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활성화되면 뷰 필드는 
좁아집니다.

 ● “On”이 선택되면, 비디오는 1 프레임씩 지연됩니다. 
 ● “On”과 “Off” 사이에서 전환할 때, 일시적으로 이미지는
블랙으로 되고 오디오는 음소거됩니다.

 ● 이미지 안정화는 프레임 믹스가 활성화되는 동안 실행할
수 없습니다.

 ● 이미지 안정화 기능의 효과는 낮은 조명 환경에서
줄어듭니다.

참 조

Tally [Disable, Enable]
Tally 콘트롤 시그널을 이용하여 tally 램프를 켜고 끄는 기능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설정됩니다.

IR Control [Disable, Enable]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실행되는 작동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설정됩니다.
작동은 유닛의 전원이 무선 리모트 콘트롤이 아닌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켜지면 가능하고,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켜지면 불가능합니다.

 ● 이 아이템의 설정이 변경된 시점에서, 새로운 설정은 
작동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닛이 대기 모드로 설정되고  전원이 켜졌을 때 
반영됩니다.

 ● 아이템의 설정이 실수로 변경되었거나 유닛이 더이상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절차 중 하나를 따릅니다.

메뉴 작동이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실행될 때

→  먼저 메뉴 작동 실행이 가능한 콘트롤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변경하고, 유닛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메뉴 작동이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실행되지 않을 때

1.   유닛과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원을 끕니다.
2.  유닛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다시 플러그를

삽입합니다.
3.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유닛 전원의 켜기에 대한 

작동을 실행합니다.
4.  이 아이템을 변경한 후, 유닛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참 조

IR ID [CAM1, CAM2, CAM3, CAM4]
유닛의 리모트 콘트롤 ID를 설정합니다.
이 아이템에 대한 설정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에 해당합니다.
(초기 설정 : CAM1)

CAM/BAR [Camera, Colorbar]
모니터와 웹 설정 스크린에서 컬러 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이미지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되면, 테스트 톤(1 kHz)은 카메라  
메뉴의 오디오 설정에 따라 출력됩니다.

참 조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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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기타 3/3 스크린 

 ***   Others  3/3   ***

 OSD Off With Tally Off
 OSD Status Off
 Audio Off
     Input Volume ----
     Plugin Power ----
 Protocol
     Model Select SEVIHD1

 Return

OSD Off With Tally [Off, On]
Tally 시그널이 커맨드 혹은 콘택트로 수신될 때 OSD 메뉴
디스플레이 삭제에 대한 기능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Tally 시그널이 해제되면, 원래의 OSD 메뉴 디스플레이가 
복구됩니다.

OSD Status [Off, On]
AWB 작동 도중 나타나는 상태 디스플레이에 대해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Audio [Off, On]
오디오 입력 커넥터에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오디오 입력
시그널을 가능/불가능하게 합니다.

Input Volume 
[Mic High, Mic Middle, Mic Low, Line High,  
Line Middle, Line Low]

mic 입력, line 입력, 볼륨을 설정합니다.

Mic High :
  높음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mic 입력을 사용합니다.
Mic Middle :
  중간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mic 입력을 사용합니다.
Mic Low :
  낮음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mic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High :
  높음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line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Middle :
  중간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line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Low :
  낮음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line 입력을 사용합니다.

Plugin Power [Off, On]
오디오에 대한 플러그인 전원을 켜고 끕니다.

Protocol Model Select 
[SEVIHD1, SBRC300, SBRCZ330, Reserved1 to 7]

표준 시리얼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 모델을 설정합니다.
“Reserved1” - “Reserved7”을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합니다.



49

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유지 보수 스크린

 ##   Maintenance   ##

 Firmware Version
 IP Network
 Initialize

 Return

Firmware Version
사용되는 펌웨어의 버젼을 확인하는 펌 웨어 버젼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IP Network
유닛에 설정된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IP 네트워크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Initialize
사용자가 카메라 설정을 초기화할 수 있는 초기화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50 페이지의 “초기화에 관하여”를 
참조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됩니다.

 ■펌웨어 버젼 스크린

 ###   Firmware Version   ###

                    Ver.1.0

 Return

유닛의 펌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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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계속)

 ■IP 네트워크 스크린

 ###   IP Network   ###

 IP Address
 192. 168.   0.  10
 Subnet Mask
 255. 255. 255.   0
 Default Gateway
 192. 168.   0.   1

 Return

IP Address
유닛에 설정된 IP 어드레스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Subnet Mask
유닛에 설정된 서브넷 마스크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Default Gateway
유닛에 설정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 이 스크린에서,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은 디스플레이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드레스를 변경하려면, 웹 설정 스크린의 “네트워크” 
(79 페이지) 혹은 “쉬운 IP 설정 소프트웨어”(<기초> 45 
페이지)를 이용합니다. 

참 조

Return
이전 메뉴로 돌아가는데 사용됩니다.

 ●초기화에 관하여
유지 보수 스크린에서 “Initialize”가 선택되면, 초기화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초기화 스크린

 ###   Initialize   ###

 Do you want to initialize Menu settings?

 CANCEL
 O.K.

 Return

●  커서가 초기화 스크린에서 “O.K.”로 이동하고 설정이 
입력되면, 메뉴 설정 초기화 스크린이 5초간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 설정ㅇ은 카메라 구매시 설정되어 있던 설정으로  
복구됩니다.(“카메라 메뉴 아이템 표”(50 - 52 페이지))
하지만, 포맷 설정(44 페이지)와 유지 보수 설정(49 페이지)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초기화 작동이 완료되면, 초기화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로 
복구됩니다.   

메뉴 설정 초기화 스크린

 Menu settings initialized.

●  초기화 스크린에서 커서가 “CANCEL”로 이동하고 설정이
입력되면, 메뉴 설정 불변 스크린이 5초간 디스플레이되고, 
초기화 작동이 실행되지 않고, 초기화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로 복구됩니다.

메뉴 설정 불변 스크린

 Menu settings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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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표

카메라 메뉴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Full Auto Manual1 - 3

Top Menu Camera Scene Scene Full Auto Manual1 - 
Manual3

Full Auto, Manual1, Manual2, 
Manual3

Contrast Contrast 
1/2

Contrast Mode ---- Auto Auto, Manual
 Contrast Level 0 0 –10 to +10
 Shutter Mode ---- Off Off, Step, Synchro
  Step/Synchro
     (“Shutter Mode”로 

“Step”이 설정될 때)

---- [59.94Hz]
 1/100

[50Hz]
 1/120

 ● 59.94 Hz가 선택되었을 때 : 
1/10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50 Hz가 선택되었을 때 :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Step/Synchro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설정될 때)

---- [59.94Hz]
 59.94Hz

[50Hz]
 50.00Hz

 ● 59.94 Hz가 선택되었을 때 : 
59.94Hz to 660.09Hz  
(1 to 255step)

 ● 50 Hz가 선택되었을 때 : 
50.00Hz to 570.12Hz  
(1 to 255step)

  Frame Mix ---- Auto Auto, Off, 6dB, 12dB, 18dB, 
24dB

  Auto F.Mix Max Gain ---- 0dB 0dB, 6dB, 12dB, 18dB
Gain ---- Auto Auto, 0dB to 48dB 

(3dB increments)
  AGC Max Gain ---- 24dB 6dB to 48dB (6dB increments)

Contrast 
2/2

Day/Night Day Day Day, Night, Auto
  Night-Day Level Mid Mid Low, Mid, High

Picture Picture 1/3 Chroma Level ---- +2 –3 to +3
White Balance Mode ---- Manual1:

 ATW
Manual2:
 AWB A
Manual3:
 AWB B

ATW, AWB  A, AWB  B, 3200K, 
5600K, VAR

 Color Temperature ---- 3200K 2400K to 9900K
(approx. 100K increments)

 R Gain ---- 0 –30 to +30
 B Gain ---- 0 –30 to +30
Pedestal ---- 0 –10 to +10

Picture 2/3 Detail ---- Low Off, Low, High
 Detail Level H ---- 18 Detail Level L setting +1 to 18
 Detail Level L ---- 9 1 to Detail Level H setting –1
Flesh Tone Mode ---- Off Off, Low, High
HDR ---- Off Off, Low, High
DRS ---- Off Off, Low, High
Gamma Type ---- Normal Off, Normal, Cinema
 Gamma Level ---- Mid Low, Mid, High

Picture 3/3 Back Light COMP. ---- Off Off, On
DNR ---- Low Off, Low, High

Matrix Matrix 1/3 Matrix Type ---- Normal Normal, EBU, NTSC, User
 B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B_B_M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B_Mg_M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M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Mg_R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R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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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Full Auto Manual1 - 3

Top Menu Camera Scene Matrix Matrix 2/3 Matrix Type ---- Normal Normal, EBU, NTSC, User
 R_R_Yl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R_Yl_Yl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Yl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Yl_Yl_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Yl_G_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Matrix 3/3 Matrix Type ---- Normal Normal, EBU, NTSC, User
 G_Cy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Cy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Cy_Cy_B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Cy_B_B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System Output Format [AW-HE40H]
  [59.94Hz]
    Auto

Auto, 1080/59.94p, 1080/59.94i, 
720/59.94p, 1080/29.97p, 
1080/29.97PsF

  [50Hz]
   Auto

Auto, 1080/50p, 1080/50i, 
720/50p, 1080/25p, 1080/25PsF

[AW-HE40S]
  [59.94Hz]
    1080/59.94i

1080/59.94i, 720/59.94p, 
1080/29.97p, 1080/29.97PsF

  [50Hz]
    1080/50i

1080/50i, 720/50p, 1080/25p, 
1080/25PsF

Frequency AW-HE40HWP, 
AW-HE40HKP, 
AW-HE40SWP, 
AW-HE40SKP:  
   59.94Hz

AW-HE40HWE, 
AW-HE40HKE, 
AW-HE40SWE, 
AW-HE40SKE:  
   50Hz

59.94Hz, 50Hz

Others Others 1/3 Install Position Desktop Desktop, Hanging
Preset Speed Table Fast Slow, Fast
Preset Speed 10 1 to 30
Preset Scope Mode  A Mode  A, Mode  B, Mode  C
Freeze During Preset Off Off, On
Speed With Zoom POS. On Off, On
Focus Mode Auto Auto, Manual
 Focus ADJ With PTZ. On Off, On

Others 2/3 Zoom Mode i.Zoom Opt.Zoom, i.Zoom, D.Zoom, 
D.Extender

 Max Digital Zoom x16 x2 to x16
Image Stabilizer Off Off, On
Tally Enable Disable, Enable
IR Control Enable Disable, Enable
IR ID CAM1 CAM1, CAM2, CAM3, CAM4
CAM/BAR Camera Camera, Colorbar

카메라 메뉴 아이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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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Full Auto Manual1 - 3

Top Menu System Others Others 3/3 OSD Off With Tally Off Off, On
OSD Status Off Off, On
Audio Off Off, On
 Input Volume Line Middle Mic High, Mic Middle, Mic Low, 

Line High, Line Middle, Line Low
 Plugin Power Off Off, On
Protocol
 Model Select SEVIHD1 SEVIHD1, SBRC300, 

SBRCZ330, Reserved1, 
Reserved2, Reserved3, 
Reserved4, Reserved5, 
Reserved6, Reserved7

Maintenance Firmware Version ---- Version shipped ----
IP Network IP Address 192.168.0.10 ----

Subnet Mask 255.255.255.0 ----
Default Gateway 192.168.0.1 ----

Initialize ---- CANCEL CANCEL, OK

카메라 메뉴 아이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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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에서 콘트롤과 설정
유닛에 연결된 컴퓨터로 웹 브라우저 스크린에서 카메라의 IP
비디오를 보거나 다양한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P 콘트롤을 위해 컴퓨터를 직접 유닛의 LAN 커넥터로 연결할
때, LAN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사용되고, 스위칭 허브를 통해
연결했을 때 LAN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유닛의 어드레스와 다르다는 것이 확실할 때 개인 어드레스
범위내에서 컴퓨터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유닛과 동일한 주소로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고객상담실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닛의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초기 설정)
IP 어드레스 : 192.168.0.10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개인 어드레스의 범위 :  
  192.168.0.0 - 192.168.0.255

 ● 콘트롤러와 웹 브라우저가 동시에 사용되면,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선택된 콘텐트는 웹 브라우저 디스플레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콘트롤러와 웹 브라우저를 모두 사용할 때, 반드시  
콘트롤러 혹은 카메라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을 확인합니다.

참 조

필요한 컴퓨터 환경에 대한 상세 내용은 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웹 설정 스크린의 일부 기능은 Windows를 운용하는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마크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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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에서 콘트롤과 설정 (계속)

 ■컴퓨터를 이용한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Windows의 스크린(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만, Mac(사파리)* 스크린을 이용하여도 

* :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일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 아래의 웹 브라우저 중 하나를 이용합니다.

설치된 오퍼레이팅 시스템 웹 브라우저

Windows Internet Explorer

Mac OS Safari

2 웹 브라우저의 어드레스 박스에 “http://192.168.0.10/”을 입력합니다.

 

IP 어드레스가 변경되었으면, 대신 “http://changed IP adress/”를 입력합니다. 
“HTTP port”(80 페이지)가 “80”의 초기 설정에서 변경되었으면, “http://camera’s IP address: port number”를 입력합니다. 

예 : HTTP 포트 번호가 “8080”으로 설정되었으면 :
 → http://192.168.0.10:8080/

3 [Enter] 키를 누릅니다.
라이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라이브 스크린에 대한 상세 내용은 5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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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 auth.”(78 페이지)로 “On”이 선택되었으면, 라이브
스크린 이전에 나타나는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한 초기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패스워드 12345

참 조

 ●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사용되는 초기 설정이 남아 있을 
때,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
주는 메시지가 인증 후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보안을 확실히 하려면, “admin”의 사용자 이름에 대한  
패스워드는 실패없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간격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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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스크린
            버튼이 눌려지면, 디스플레이는 카메라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라이브 스크린으로 전환되고 카메라 패닝, 틸팅, 줌잉, 
포커싱과 기타 기능이 콘트롤 됩니다.

● Power ON 버튼/Standby 버튼 
 

Power ON 버튼이 눌려지면 유닛의 전원이 켜집니다. 
Standby 버튼이 눌려지면, 유닛은 대기 모드로 설정됩니다.
대기 모드에서, 셋업 버튼을 제외한 라이브 스크린의 모든 
버튼, Power ON 버튼, Standby 버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Power ON 혹은 Standby 가 너무 빨리 선택되면,  
선택된 상태와 보여지는 디스플레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스텝에 따라 정확한 상태 
디스플레이를 복구합니다.

[Windows 사용시]
컴퓨터 키보드의 [F5] 키를 누릅니다.

[Mac OS X 사용시]
컴퓨터 키보드의 [Command] + [R] 키를 누릅니다.

 ● 작동이 STANDBY 모드로 전환되었을 때 :
현재 줌, 포커스, 조리개 위치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POWER ON 프리셋)  

 ● 작동이 POWER 모드로 전환되었을 때 :  
작동이 STANDBY 모드로 전환될 때, 줌, 포커스, 
조리개는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POWER ON 프리셋)로
전환됩니다. 

참 조



58

웹 스크린에서 콘트롤과 설정 (계속)

● 메인 영역(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

연결된 카메라의 IP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Tally 램프가 켜지면, 영역 프레임이 적색으로 됩니다.
Tally 램프가 꺼지면, 디스플레이 영역은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 촬영 씬이 매우 다양하면, 설치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그래픽
프로세싱(GDI)에 의한 제한이 비록 사용되는 컴퓨터에 따라  
다른 것임에도 “스크린 찢기”(픽쳐의 일부가 동시에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것)이라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JPEG 이미지가 리프레쉬되는 속도는 네트워트 환경,
사용하는 컴퓨터의 성능, 피사체와 접속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대 5명의 사용자가 유닛에 동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닛에 연결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터미널의 최대
동시 접속 숫자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닛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숫자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5명 이하가 됩니다.

 ● 유닛에 접속할 수 있는 최대 사용자의 숫자가 상한을
초과하면, 허용된 최대 사용자보다 많은 사용자가 
접속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Mac OS X로 운영되는 컴퓨터의 경우, 블랙 스크린에 
디스플에되는 메인 영역의 가운데에 “    ”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Tally”(47, 76 페이지)로 “Disable”이 선택되면, tally 
시그널이 입력되어도 카메라의 tally 램프는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인 영역(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의 영역 
프레임은 적색으로 바뀝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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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

줌(확대)을 1.0x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줌(확대)을 광각 방향으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줌(확대)을 망원 방향으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 Focus

자동과 수동 포커싱 사이에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Auto가 선택되면, 포커스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포커스를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포커스가 수동으로 조정되는 동안 눌려지면, 
포커스는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원거리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 콘트롤 패드와 버튼

수평 혹은 수직 방향(패닝 혹은 틸팅) 
에서 이미지를 조정하려면, 패드와
버튼을 좌클릭합니다.
패드의 더 바깥쪽이 클릭될 수록, 
카메라가 더 빨리 작동합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패드를 우클릭하여 줌잉과 포커싱을
초기화합니다.
패드의 상단 절반이 상 혹은 하 방향으로
클릭되면, 줌(확대)이 망원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하단 절반이
클릭되면, 줌은 광각 방향으로 조정
됩니다. 
패드의 좌측 절반이 좌 혹은 우 방향으로
클릭되면, 포커스는 Near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우측 절반이
클릭되면, 포커스는 Far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줌잉은 마우스 휠을 작동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우스가 콘트롤 패드 영역에서 이 영역 바깥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이 되면, 패닝, 틸팅, 기타 작동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콘트롤 패드 영역을 클릭하여 이들 작동을 
정지합니다.

참 조

● Brightness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밝기 조정을 자동과 수동 사이에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자동이 선택되면, 픽쳐 밝기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Speed

팬, 틸트, 줌, 포커스 작동이 실행되는 시점에
속도를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 Preset

프리셋 위치가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되고
Move 버튼이 클릭되면, 카메라 방향은 미리
등록된 프리셋 위치로 움직입니다.
프리셋 위치는 프리셋 위치 스크린에서 등록
됩니다.

카메라 방향은 풀다운 메뉴에서 지금 선택한 
프리셋 위치로 움직입니다.
이 위치에서 만들어진 설정은 “Preset Scope”
메뉴(46, 72, 75 페이지 참조)에서 설정된 
설정입니다.
카메라 방향은 풀다운 메뉴에서 “Home”이 
선택되면 홈 위치로 움직입니다.

● Scene

풀다운 메뉴에서 촬영 모드가 선택되고 Set
버튼이 클릭될 때 씬이 전환되면 사용됩니다.

풀다운 메뉴를 이용하여 선택된 촬영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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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스크린
유닛에 대한 설정은 이 스크린에서 선택됩니다.

 ● 설정 메뉴 작동은 액세스 레벨이 “1. Administrator”인 사용자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레벨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는 7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기본 스크린
            버튼을 눌러 카메라 설정을 구성하는 설정 스크린으로 전환합니다.

설정 버튼이 눌려지면, 아래의 로그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한 초기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패스워드 12345

OK 버튼이 값 입력 후에 클릭되면, 아래의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 조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사용되는 초기 설정이 남아 
있을  때,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인증 후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패스워드는 실패없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간격으로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보안을 확실히 하려면, “admin”의 사용자 이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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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버튼
Basic 버튼이 눌려지면, 기본 스크린이 우측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카메라 타이틀 [0 - 20 반각 글자]
<초기 설정 : AW-HE40>
카메라의 이름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설정 버튼이 클릭되면, 입력 이름이 카메라 타이틀 디스플레이
영역에 나타납니다.

아래의 글자가 디스플레이 가능합니다.

 ● 반각 숫자 글자 0123456789
 ● 반각 알파벳
글자
(대문자와 소문자)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 심볼 !# $ % ´ ( ) * + , - . / : ; < = > ? @
[ ] ^ _ ` { | } ˜ \

● 카메라 타이틀 디스플레이 영역

 

Basic 스크린에 설정된 카메라의 이름이 여기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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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스크린

IP 비디오 설정(Video over IP)

JPEG 이미지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JPEG 이미지 설정

이미지 리프레쉬 간격(리프레쉬 속도)와 이미지 캡쳐 크기
(해상도)는 여기에서 설정합니다.

 Refresh Interval(JPEG)
 [1fps, 2fps, 3fps, 5fps, 6fps, 10fps, 15fps, 30fps]

<초기 설정 : 30fps>
JPEG 이미지가 리프레쉬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Image capture size [QVGA, VGA]
<초기 설정 : VGA>
라이브 스크린에서 JPEG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하는 디폴트
해상도를 설정합니다.(싱글 디스플레이 모드)

 ●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카메라의 라이브 스크린을
여는 경우 리프레쉬 간격(JPEG)의 설정값을 변경하여도
컴퓨터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설정값을 반영하려면, 라이브 스크린에서 별도의 
스크린으로 교체하거나 브라우저를 한번 닫아야 합니다.

 ● 프레임 레이트와 해상도를 변경하려면, 사용되는 
네트워크의 주파수 대역도 변경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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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퀄리티 조정/프리셋 위치 스크린(Image/Position)

이미지 퀄리티 조정/프리셋 위치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메인 영역(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

연결된 카메라의 IP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Tally 램프가 켜져 있으면 영역 프레임이 적색으로 바뀝니다.
Tally 램프가 꺼지면, 디스플레이 영역이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Image adjust
설정 버튼이 클릭되면, 이미지 조정 스크린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Preset position
설정 버튼이 클릭되면, 프리셋 위치 설정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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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조정 스크린

씬이 “Full Auto”로 설정될 때 씬이 “Manual1 - 3”로 설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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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ene
 [Full Auto, Manual1, Manual2, Manual3]

촬영 상황에 맞는 촬영 모드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인 촬영 조건과 사용자 기호에 가장 잘 맞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Full Auto 이 모드에서, 촬영 조건에 대한 최적 설정과
조정은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Full Auto”가 선택되면, 상세한 설정과 조정 
메뉴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Manual1 - 3 이 모드에서 상세한 설정과 조정은 일반적인
촬영 조건과 사용자 기호에 일치하도록 
수동으로 구성됩니다.
Manual1, Manual2, Manual3 모드가  
선택되면, 해당 모드에 대한 상세한 설정과 
조정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Contrast

 Contrast Mode [Auto, Manual]
이 아이템은 이미지 밝기(콘트라스트)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콘트롤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Auto 조리개, 셔터 속도, 프레임 추가가 자동으로
콘트롤되고 카메라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Manual 작동은 수동으로 설정된 값을 이용하여 
작동됩니다.

 Contrast Level [–10 - +10]
이미지 밝기가 조정될 때 콘트라스트 레벨의 설정입니다.
이 아이템은 “Contrast Mode”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Shutter Mode [Off, Step, Synchro]
카메라 셔터 속도에 관한 선택입니다.
이 아이템은 “Contrast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셔터 속도가 선택되면,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는 쉽게 
희미해지지 않지만 이미지는 더 어두워집니다.

Off 셔터는 OFF로 설정됩니다.
(트립할 수 없습니다.)

Step 스텝 셔터가 설정됩니다.
(스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ynchro 싱크로 셔터가 설정됩니다.
(설정은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가능한 셔터 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59.94 Hz가 제품의 주파수로 설정되었을 때] 

“Step”이 “Shutter Mode”로
선택되었을 때

“Synchro”가 “Shutter Mode”로
선택되었을 때

1/10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59.94 Hz - 최대 660.09 Hz   
(255 스텝) 

[50 Hz가 제품의 주파수로 설정되었을 때] 

“Step”이 “Shutter Mode”로
선택되었을 때

“Synchro”가 “Shutter Mode”로
선택되었을 때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50.00 - 최대 570.12 Hz   
(255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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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me Mix [Auto, Off, 6dB, 12dB, 18dB, 24dB]
프레임 추가(센서 스토리지를 사용한 gain-up)량을 
선택합니다.
이 아이템은 “Shutter Mode” 아이템 설정으로 “Off”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추가가 실행되면, 마치 이미지가 일부 프레임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Auto F.Mix Max Gain
 [0dB, 6dB, 12dB, 18dB]

“Contrast Mode”로 “Auto”가 혹은 “Frame Mix”로 “Auto”가
선택되면, 최대 프레임 추가량은 설정될 수 있습니다.
프레임 추가가 자동 설정에서 실행되면, 마치 이미지가 일부
프레임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Gain
  [Auto, 0dB, 3dB, 6dB, 9dB, 12dB, 15dB, 18dB, 

21dB, 24dB, 27dB, 30dB, 33dB, 36dB, 39dB, 
42dB, 45dB, 48dB]
이미지 게인이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너무 어두운 장소에서, 게인을 위로 조정하고, 반대로, 너무
밝은 곳에서 게인을 아래로 조정합니다.
“Auto”가 설정되면, 광량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게인이 증가하면 노이즈가 증가합니다.

 AGC Max Gain 
  [6dB, 12dB, 18dB, 24dB, 30dB, 36dB, 42dB, 

48dB]
“Gain”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면, 최대 gain-up 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Day/Night [Day, Night, Auto]
정상 촬영 혹은 낮은 조명 촬영(적외선으로 피사체 노출)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콘트라스트 2/2 스크린”(38 페이지)을  

 Night-Day Level [Low, Mid, High]
주간/야간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 야간 모드에서 주간
모드로 전환할 때 사용되는 레벨을 조정합니다.
●  주간/야간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Picture

 Chroma Level [–3 - +3]
이미지의 컬러 명암(크로마 레벨)을 설정합니다.

 AWB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도록 자동 화이트 밸런스(AWB)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세 내용은 1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White Balance Mode 
 [ATW, AWB A, AWB B, 3200K, 5600K, VAR] 

화이트 밸런스 모드는 여기에서 선택됩니다.
광원의 본질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컬러링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로 제공되는 화이트 컬러가 인식되면, 피사체는 
자연스러운 컬러링으로 촬영됩니다.

ATW

AWB A 
AWB B 

3200K

5600K

VAR

 Color Temperature [2400K to 9900K]

참조합니다.

광원 혹은 색 온도가 변경되더라도 이 모드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정정합니다.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고 화이트 밸런스가 
실행되면, 조정 결과는 선택된 메모리에 

그런 다음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면, 
선택된 메모리에 저장된 화이트 밸런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광원으로 5600K 햇빛 혹은 형광등 조명이 
사용될 때 이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이상적입니다.

2400K - 9900K의 색 온도를 지정합니다.

저장됩니다.

광원으로 3200K 할로겐 조명이 사용될 때 
이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이상적입니다.

2400K - 9900K의 색 온도를 지정합니다.(약 100K 단위)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VAR”로 설정되었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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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ain, B Gain [-30 - +30]

 ●
  

 ●
 

 
 ●

 

 ●

참 조

 
Detail [Off, Low, High]

 
Detail Level H

 
[Detail Level L setting +1 to 18]

 
Detail Level L

 
[1 to Detail Level H setting –1]

 
Flesh Tone Mode [Off, Low, High]

 HDR [Off, Low, High]

 ●

 ●

 ●

 ● Day/Night
 ● Night-Day Level
 ● DRS
 ● Gamma Type
 ● Back Light COMP.
 ● Freeze During Preset
 ● Image Stabilizer

참 조

 DNR [Off, Low, High]

 Pedestal [–10 to +10]

 DRS [Off, Low, High]

 
Gamma Type [Off, Normal, Cinema]

화이트 밸런스 모드 설정으로 “AWB A”, “AWB B”, “VAR”이
선택되면, 자동 화이트 밸런스(AWB)가 실행된 후, 화이트 
밸런스는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AWB)가 실행되면, R Gain과 
B Gain 값은 “0”으로 돌아갑니다.
화이트 밸런스 모드 설정으로 “AWB A”, “AWB B”, 
“VAR”이 선택되면, R Gain과 B Gain 조정값은 A, B,
VAR의 세 개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값이 설정되면, 이전의 값은 지워집니다.
촬영 조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 각 메모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R Gain과 B Gain 조정은 [화이트 밸런스 모드]가 “ATW”, 
“3200K”, “5600K”로 설정되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템은 이미지의 어두운 부분이 쉽게 보이도록 블랙
레벨을 조정(페데스털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이너스 설정이 선택되었을 때 이 부분은 더욱 어두워지고, 
반대로 플러스 설정이 선택되면 밝아집니다.

이미지 디테일(이미지 선명도)는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디테일이 향상됩니다.

“Detail” 설정으로 “High”가 선택되었을 때 이미지 선명도
레벨은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Detail” 설정으로 “Low”가 선택되었을 때 이미지 선명도
레벨은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이 설정은 피사체가 좀더 부드럽고 눈에 띄게 보이도록 하는
피사체의 피부 디스플레이에 대한 플레쉬 톤 모드입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효과가 향상됩니다.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모드의 효과를 조정합니다.
피사체를 극도로 높은 콘트라스트로 촬영할 때 밝고 어두운
영역에 대해 적절한 노출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촬영 조건에 따라, 픽쳐 퀄리티는 늘어난 노이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닛의 진동은 희미한 혹은 왜곡된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진동이 발생할 수 있는 촬영 장소에서는 이 효과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밝기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비디오는 4 프레임
지연됩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아래의 설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은 심각한 밝고/어두운 차이가 있는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될 때 정확한 양의 보상을 제공하는 DRS 
기능입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효과는 더욱 향상됩니다.
하지만, 촬영 조건에 따라, 픽쳐 퀄리티는 늘어난 노이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감마 커브의 형태입니다.
보통, “Normal” 설정이 사용됩니다.
“Cinema”가 선택되면, 영화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이미지가 
촬영됩니다.

이 설정은 야간이나 낮은 밝기 환경에서도 밝고, 노이즈
없는 깨끗한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하는 디지털 노이즈
감소 효과의 레벨입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노이즈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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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ma Level [Low, Mid, High]

 Back Light COMP. [Off, On]

● Color Matrix

 Color Matrix [Normal, EBU, NTSC, User]

90°

180°

270°

0°

22.5°

45°

67.5°112.5°

135°

157.5°

202.5°

225°

247.5° 292.5°

315°

337.5°

B

B_B_Mg

B_Mg_Mg

Mg

Mg_R

R

R_R_Yl

R_Yl_Yl

Yl

Yl_Yl_G

Yl_G_G

G

G_Cy

Cy

Cy_Cy_B

Cy_B_B

MG@61°
R@104°

Ye@168°

G@241°
Cy@284°

B@348°

ColorMatrix, Color Position

(Blue)

(Magenta)(Red)

(Yellow)

(Green) (Cyan)

이 아이템은 감마 보상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Gamma Type이 “Normal”로 설정될 때 사용 가능합니다.
“Low”가 설정되면, 이미지는 차분하고 편안하게 나타납니다.
감마 커브 결과는 낮은 밝기 영역에서 부드러운 기울기를 
보여주고 콘트라스트는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High”가 설정되면, 어두운 영역의 톤 레인지는 
이미지가 더 밝은 톤이 되도록 확장됩니다.
감마 커브 결과는 낮은 밝기 영역에서 날카로운 기울기를
보여주고, 콘트라스트는 부드러워집니다.

백라이트 보상 기능에 대한 “On” 혹은 “Off”가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백라이트 조건에서, 이 기능은 피사체 뒷면에 조명을
비춰서 어두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늘 혹은 그림자 속의
이미지를 좀 더 밝게 촬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은 콘트라스트 모드, 게인, 프레임 믹스 아이템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프리셋 컬러 매트릭스 데이터가 로드되고, 채도와 페이스가 
그에 따라 보상됩니다.
“User”가 선택되면, 채도와 페이스는 16축 컬러 매트릭스 
(B - Cy_B_B)를 이용하여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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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olor Matrix Setup 스크린(컬러 매트릭스 설정 스크린)

User Color Matrix Setup 스크린은 이미지 조정 스크린의 “Color Matrix” 설정으로 “User”가 선택되고 설정 버튼이 클릭되면
디스플레이됩니다.

B - Cy_B_B: Saturation [–31 - +31]

B - Cy_B_B: Phase [–63 - +63]

B에서 Cy_B_B의 채도는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B에서 Cy_B_B의 페이스는 미세하게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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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위치 스크린

● Preset

풀다운 메뉴에서 작동될 프리셋 위치를 
선택합니다.
Home 혹은 프리셋 1 - 프리셋 10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된 프리셋 위치에
현재 상태를 등록할 때 사용됩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Home”이 선택되면 기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선택된 프리셋 위치 설정을 삭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Home”이 선택되면 기능하지
않습니다.

● Pan/Tilt/Lens Control

 Zoom

줌(확대)을 1.0x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줌(확대)을 광각 방향으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줌(확대)을 망원 방향으로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Focus

Ne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포커스가 수동으로 조정되는 동안 눌려지면,
포커스는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F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자동과 수동 포커싱 사이에서 전환할 때
사용합니다.

카메라 방향은 풀다운 메뉴에서 지금 선택한 
프리셋 위치로 움직입니다.
이 위치에서 만들어진 설정은 “Preset Scope”
메뉴(46, 72, 75 페이지 참조)에서 설정된 
설정입니다.
카메라 방향은 풀다운 메뉴에서 “Home”이 
선택되면 홈 위치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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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ghtness

 콘트롤 패드와 버튼

 ●

 

참 조

 Speed

 Speed With Zoom POS

Off 패닝과 틸팅 작동은 줌 상태에서 더 느려지지
않습니다.

On 패닝과 틸팅 작동은 줌 상태에서 더 느려집니다.

이 기능은 프리셋 작동 도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Focus ADJ With PTZ.

Off 포커스 아웃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On 포커스 아웃이 보상됩니다.

“Off”가 설정되었을 때, 줌잉 후에 필요한 포커스를 조정하거나
포커스를 자동 모드로 설정합니다.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밝기 조정을 자동과 수동 사이에서 전환할 때
사용됩니다.

수평 혹은 수직 방향(패닝 혹은 틸팅) 
에서 이미지를 조정하려면, 패드와
버튼을 좌클릭합니다.
패드의 더 바깥쪽이 클릭될 수록, 
카메라가 더 빨리 작동합니다.
마우스 드래그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패드를 우클릭하여 줌잉과 포커싱을
초기화합니다.
패드의 상단 절반이 상 혹은 하 방향으로
클릭되면, 줌(확대)이 망원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하단 절반이
클릭되면, 줌은 광각 방향으로 조정
됩니다. 
패드의 좌측 절반이 좌 혹은 우 방향으로
클릭되면, 포커스는 Near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우측 절반이
클릭되면, 포커스는 Far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줌잉은 마우스 휠을 작동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가 콘트롤 패드 영역에서 이 영역 바깥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이 되면, 패닝, 틸팅, 기타 작동은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콘트롤 패드 영역을 클릭하여 이들 작동을
정지합니다.

팬, 틸트, 줌, 포커스 작동이 실행되는 곳에서
속도를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줌 확대에 따라 카메라 방향의 조정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수동 포커스 설정에서 패닝, 틸팅, 줌잉 작동 도중 포커스
아웃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기능에 대한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이 아이템은 “Focus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72

웹 스크린에서 콘트롤과 설정 (계속)

● Preset Setting

 Preset Speed Table [Slow, Fast]
프리셋 속도표를 설정합니다.(Slow, Fast)
프리셋 재생 도중, 프리셋 조치는 여기에서 설정된 표를 
근거로 한 프리셋 속도(1 - 30)값에서 실행됩니다.

Slow 프리셋 속도표를 “Slow”로 설정합니다.

Fast

 Preset Speed [1 - 30]

 ●

참 조

 Preset Scope [Mode A, Mode B, Mode C]   

Mode A 

Mode B 

Mode C 

● Limitation Setting
팬-틸트 헤드의 상, 하, 좌, 우측 한계 설정을 구성합니다.
먼저, 팬-틸트 헤드를 한계로 설정되는 위치까지 움직이고, 
한계로 설정되는 방향(상, 하, 좌, 우)를 설정할 아래의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각 설정이 선택된 후, Set 버튼을 눌러 설정을 입력합니다.

Tilt Up
현재 위치를 상한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Tilt Down
현재 위치를 하한으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Pan Left
현재 위치를 좌측 한계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Pan Right
현재 위치를 우측 한계로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Set/Release
각 방향에서 한계 설정을 사용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할 때 사용합니다.

Set/Release 버튼이 눌려지면, AW-HE40의 tally 램프가
깜빡입니다.
리미터가 설정되면, 한번 깜빡이고, 리미터가 릴리스되면 
두번 깜빡입니다.

  
  

프리셋 속도표를 “Fast”로 설정합니다.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된 카메라 방향과 기타 정보를 재생성할
때, 30개의 프리셋 팬-틸트 작동 속도가 있습니다.

프리셋 속도 설정으로 높은 값이 선택되면, 스크린의
이미지는 작동이 멈출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프리셋 메모리의 내용이 재생성될 때 불러오는 
설정 아이템입니다.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게인,
화이트 밸런스 조정값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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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스크린

오디오 설정이 구성되는 메뉴입니다.

 Audio [Off, On]
오디오 입력 커넥터에 연결된 디바이스에서  오디오 입력 
시그널을 가능/불가능하게 합니다.

 Input Volume 
  [Mic High, Mic Middle, Mic Low, Line High,  

Line Middle, Line Low]
마이크 입력, 라인 입력과 볼륨을 설정합니다.

Mic High 높게 설정된 볼륨으로 마이크 입력을
사용합니다.

Mic Middle 중간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마이크 입력을
사용합니다.

Mic Low 낮게 설정된 볼륨으로 마이크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High 높게 설정된 볼륨으로 라인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Middle 중간으로 설정된 볼륨으로 라인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Low 낮게 설정된 볼륨으로 라인 입력을
사용합니다.

 Plugin Power [Off, On]
오디오에 대한 플러그인 전원을 켜고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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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스크린

카메라의 출력 이미지 설정이 구성되는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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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이 아이템 설정은 Set 버튼이 눌려지면 반영됩니다.

 Format
  [Auto, 1080/59.94p, 1080/59.94i, 1080/29.97PsF, 

1080/29.97p, 720/59.94p, 1080/50p, 1080/50i, 
1080/25PsF, 1080/25p, 720/50p]

● Frequency [59.94Hz(NTSC), 50Hz(PAL)]
이 아이템은 프레임 주파수를 전환할 때 선택됩니다.

 ● 주파수가 전환되면, “Format”이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59.94Hz 50Hz

1080/59.94p ↔ 1080/50p

1080/59.94i ↔ 1080/50i

1080/29.97PsF ↔ 1080/25PsF

1080/29.97p ↔ 1080/25p

720/59.94p ↔ 720/50p

 ●
 

참 조

● Others
이 아이템의 설정은 Set 버튼이 눌려지면 반영됩니다.

 Install Position [Desktop, Hanging]

Desktop

Hanging

●  
 

 Preset Speed Table [Slow, Fast]

Slow

Fast

 Preset Speed [1 - 30]

 ●

Note

 Preset Scope [Mode A, Mode B, Mode C]

Mode A 

Mode B 

Mode C 

비디오 포맷은 이 스크린에서 변경됩니다.
출력될 수 있는 이미지의 포맷은 AW-HE40H와 AW- 
HE440S가 다릅니다.
포맷 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포맷 변경”(4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주파수를 변경한 경우는 본 유닛이 자체적으로 재시작 
합니다. 재시작 중에는 조작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주변 기기 중에는 본 유닛의 재시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파수를 변경한 경우는 주변 기기의
전원을 같이 켜도록 합니다.

“Desktop” 혹은 “Hanging”이 유닛을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선택됩니다.

독립형 설치

천정 부착형 설치

“Hanging”이 선택되면, 이미지의 상, 하, 좌, 우가 반대가
되고, 패닝과 틸팅의 상/하/좌/우 콘트롤도 반대로 
됩니다.

프리셋 속도표를 설정합니다.(Slow, Fast)
프리셋 재생 도중, 프리셋 조치는 여기에서 설정된 표를 
근거로 한 프리셋 속도(1 - 30)값에서 실행됩니다.

프리셋 속도표를 “Slow”로 설정합니다.

프리셋 속도표를 “Fast”로 설정합니다.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된 카메라 방향과 기타 정보를 재생성할
때, 30개의 프리셋 팬-틸트 작동 속도가 있습니다.

프리셋 속도 설정으로 높은 값이 선택되면, 스크린의
이미지는 작동이 멈출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프리셋 메모리의 내용이 재생성될 때 불러오는 
설정 아이템입니다.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게인,
White-BAL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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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 During Preset [Off, On]

 ●

 ●

참 조

 Zoom Mode
 [Opt.Zoom, i.Zoom, D.Zoom, D.Extender]

Opt.Zoom

i.Zoom  

 

D.Zoom  

D.Extender  

 Max Digital Zoom
 [x2 - x16]

 Image Stabilizer [Off, On]
디지털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끄고 켭니다.

 ●

 ●
  ●

 ●

 ●

참 조

 Speed With Zoom POS. [Off, On]

 

Focus Mode [Auto, Manual]

Auto

Manual

 

Focus ADJ With PTZ. [Off, On]

 

Tally [Disable, Enable]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기능을 켜고 끕니다.
이것이 “On”으로 설정되면, 프리셋 재생은 출력되는 프리셋
재생의 시작을 진행하는 즉시 스틸 이미지로 실행됩니다.
이미지 고정은 프리셋 재생이 끝나면 릴리스됩니다.

이것이 “On”으로 설정되면, 프리셋 작동의 시작은
고정되는 이미지로 인해 시시각각 지연될 수 있습니다.
HDR이 “Low” 혹은 “High”로 설정되면, 이것은 “Off”로 
설정됩니다.

최대 줌 확대를 설정합니다.

옵티컬 줌만 사용합니다. 최대 30x 옵티컬 
줌이 가능합니다.

i.Zoom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가능하면 픽쳐 퀄리티에서 드롭을
줄이면서 전자 줌을 가능하게 합니다.
옵티컬 줌과 전자 줌을 합쳐, 최대 40x 줌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줌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줌으로 저하되는 픽쳐 퀄리티를 디지털 
줌으로 올립니다.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능이 가능하면, 고정된 디지털 줌 
확대를 유지하면서 옵티컬 줌을 실행할 수 

이미지 퀄리티를 매우 적게 저하시켜 줌 
작동의 유연화가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최대 디지털 줌 확대를 설정합니다.
줌 모드가 “D.Zoom”으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활성화되면 뷰 필드는 
좁아집니다.
“On”이 선택되면, 비디오는 1 프레임씩 지연됩니다.

“On”과 “Off” 사이에서 전환할 때, 일시적으로 이미지는
블랙으로 되고 오디오는 음소거됩니다.
이미지 안정화는 프레임 믹스가 활성화되는 동안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안정화 기능의 효과는 낮은 조명 환경에서
줄어듭니다.

줌 확대에 따라 카메라 방향의 조정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On”이 설정되면, 패닝과 틸팅 작동은 줌 상태에서 느려집니다.
이 기능은 프리셋 작동 도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포커싱 기능에 대한 “Auto” 혹은 “Manual”이 설정됩니다.

피사체는 항상 자동으로 포커스 안으로 

포커스가 수동으로 작동됩니다.

들어옵니다.

수동 포커스 설정에서 패닝, 틸팅, 줌잉 작동 도중 포커스
아웃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기능에 대한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이 아이템은 “Focus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lly 콘트롤 시그널을 이용하여 tally 램프를 켜고 끄는 기능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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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Control [Disable, Enable]

 ●
 

 ●

메뉴 작동이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실행될 때

→  

메뉴 작동이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실행되지 않을 때

1.   닛과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원을 끕니다.
2.  유닛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다시 플러그를

삽입합니다.
3.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유닛 전원의 켜기 작동을

실행합니다.
4.  이 아이템을 변경한 후, 유닛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참 조

 IR ID [CAM1, CAM2, CAM3, CAM4]

 CAM/BAR [Camera, Colorbar]

 ●  

참 조

● OSD Mix
각각의 출력 픽쳐에 대해 카메라 메뉴, 상태, 기타
디스플레이의 켜지고 꺼지고 여부가 선택됩니다.

 OSD Off With Tally [Off, On]

 OSD Status [Off, On]

● Protocol

 Model Select 
 [SEVIHD1, SBRC300, SBRCZ330, Reserved1 - 7]

표준 시리얼 통신에 대한 프로토콜 모델을 설정합니다.
“Rserved1”에서 “Reserved7”을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실행되는 작동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설정됩니다.
작동은 유닛의 전원이 무선 리모트 콘트롤이 아닌 외부 
디바이스로부터 켜지면 가능하고,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켜지면 불가능합니다.

이 아이템의 설정이 변경된 시점에서, 새로운 설정은 
작동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닛이 대기 모드로 설정되고 전원이 켜졌을 때 
반영됩니다.
아이템의 설정이 실수로 변경되었거나 유닛이 더이상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아래의
절차 중 하나를 따릅니다.

먼저 메뉴 작동 실행이 가능한 콘트롤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변경하고, 유닛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유닛의 리모트 콘트롤 ID를 설정합니다.
이 아이템에 대한 설정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에 해당합니다.
(초기 설정 : CAM1)

모니터와 웹 설정 스크린에서 컬러 바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이미지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되면, 테스트 톤(1 kHz)은 카메라 
메뉴의 오디오 설정에 따라 출력됩니다.

Tally 시그널이 커맨드 혹은 콘택트로 수신될 때 OSD 메뉴
디스플레이 삭제에 대한 기능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Tally 시그널이 해제되면, 원래의 OSD 메뉴 디스플레이가 
복구됩니다.

AWB 작동 도중 나타나는 상태 디스플레이에 대해 “Off”
혹은 “On”이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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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리
컴퓨터 혹은 AW-RP50과 카메라가 액세스할 수 있는 IP 주소에서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인증은 다른 액세스를 
제한하기 위해 이 스크린에 등록됩니다.

사용자 인증 스크린

● User auth.
<초기 설정 : Off>
사용자 인증은 여기에서 “On” 혹은 “Off”로 설저됩니다.
Set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입력합니다.

● Authentication
<초기 설정 : 2. Basic>
사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법을 지정합니다.

Digest 약식 인증을 사용합니다.

Basic 기본 인증을 사용합니다.

 ● 인증 설정을 바꾸면, 브라우저를 닫고 액세스를 다시
실행합니다.

참 조

● User name [1 - 32 반각 글자]
<초기설정 : 공란>
사용자 이름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Set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입력합니다.

● Password
● Retype password [4 - 32 반각 글자]

<초기설정 : 공란>
패스워드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Set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입력합니다.

 ● “User auth.” 설정으로 “On”이 선택되면, 콘트롤은 더이상
AW-RP50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러에서 실행되지 않습니다.

● Access level
<초기 설정 : 2. Camera control>
사용자 액세스 레벨로 아래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Set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입력합니다.

1. Administrator 이 액세스 레벨은 사용자가 유닛의 
모든 작동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2. Camera control 이 액세스 레벨은 사용자가 라이브
스크린 작동만 실행하도록 합니다.

● User check
풀 다운 메뉴가 열리고 등록된 사용자를 확인합니다.
등록된 사용자는 “등록된 사용자 이름 [Access level]”의 
형태로 표시됩니다.(예 : admin[1])
등록된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사용자를 선택하고 
우측의 Dele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대 9명의 사용자를 사용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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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스크린

● IP network

 DHCP
<초기 설정 : Off>
DHCP 기능이 사용될지 여부가 “On” 혹은 “Off”를 선택하여 
설정됩니다. DHCP 기능이 없는 컴퓨터 혹은 다른 네트워크  
카메라에 의해 동일한 IP 주소가 사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DHCP 서버를 설정합니다. 
서버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IP address
<초기 설정 : 192.168.0.10>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유닛의 IP 주소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컴퓨터나 다른 네트워크 카메라용으로 설정된
기존 IP 주소와 중복되지 않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 DHCP 기능이 사용되면 여러 개의 IP 주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HCP 서버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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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net mask
<초기 설정 : 255.255.255.0>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닛의 서브넷 마스크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Default gateway
<초기 설정 : 192.168.0.1>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유닛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 DHCP 기능을 사용할 때도 디폴트 게이트웨이용으로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DHCP 서버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NS
<초기 설정 : Manual>
DNS 서버 주소 취득을 자동(Auto)할지 혹은 수동(Manual)으로
할지 여부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Manual”이 선택되면, DNS 설정을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DHCP 기능이 사용될 때 “Auto”가 선택되면, DNS 서버 주소는
자동으로 취득됩니다.
상세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rimary server address
 Secondary server address

<초기 설정 : 공란>
“DNS”에 대해 “Manual” 설정이 선택되면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DNS 서버의 IP 주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 port [1 - 65535]
<초기 설정 : 80>
포트 번호는 여기에 별도로 할당됩니다.
아래의 포트 번호는 유닛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하는 포트 번호들
20, 21, 23, 25, 42, 53, 67, 68, 69, 
110, 123, 161, 162, 554, 995, 10669, 10670,  
59000 - 59999, 60000 - 61000

● Easy IP Setup accommodate period
<초기 설정 : Unlimited>
Easy IP Setup Software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으로 “20min” 혹은 “Unlimited”를 설정합니다.

20min Easy IP Setup Software에서 설정 작동은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한 후 20분 후에  
가능합니다.

Unlimited Easy IP Setup Software에서 설정 작동은
항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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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보수
다양한 유지 보수 작동 중에서 이 스크린에서 실행되는 작동은 시스템 로그 확인, 시스템 버젼 업그레이드와 유닛의 초기화입니다.
스크린은 “Product info.”, “Default reset”, “Back up”의 세 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duct info. 스크린

유닛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이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Model no.”, “MAC address”, “Serial no.”, “Firmware version”과 기타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Model no.
유닛의 모델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MAC address
유닛의 MAC 주소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Serial no.
유닛의 시리얼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Firmware version

유닛의 펌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 Operation time
유닛의 전체 작동 시간(최대 99,999 시간)을 

● OSS license display
[View] 버튼을 누르면, OSS 라이센스가 나타납니다.
[Close] 버튼을 눌러 OSS 라이센스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닫습니다.

디스플레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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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mware file

1  고객 상담실에 문의를 한 후,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 소프트웨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에서는 띄워쓰기가
없거나 전각 글자가 사용됩니다.

 ● 소프트웨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의 이름과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의 이름에 대해 최대 글자수는 250 글자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참 조

2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를
지정합니다.

3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소프트웨어 버젼을 업그레이드한 후, 반드시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합니다.

 ● 반드시 펌웨어 버젼이 업데이트된 유닛과 동일한 
네트워크(LAN)의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 버젼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참 조

● Status
유닛의 현재 상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Execute 버튼을 클릭한 후 업그레이드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나며 프로세스는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 소프트웨어 버젼을 업그레이드한 카메라와 같은 
서브넷의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딜러가 확인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딜러의 설명에
따릅니다.

 ● 버젼 업그레이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로 Panasonic 
Corporation이 지정한 아래의 파일을 사용합니다.

UPDATE.HDC

 ● 소프트웨어 버젼이 업그레이드되는 동안 유닛의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세스 완료를 표시하는 팝업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 소프트웨어 버젼이 업그레이드되는 동안, 버젼이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다른 작동의 실행을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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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리셋 스크린

유닛의 설정 데이터가 초기화되고 유닛이 이 스크린에서 재시작됩니다.

● Reset to the default
 (Except the network settings)

Execute 버튼이 클릭되면, 유닛의 설정은 디폴트 상태로
복구됩니다.

아래의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 [Setup] → [Basic]의 모든 설정
 ● [Setup] → [Image] → [Video over IP]의 모든 설정
 ● [Setup] → [Image] → [Image/Position] → [ImageAdjust]의
모든 설정

 ● [Setup] → [Image] → [System]에서 포맷과 주파수를 제외한 
모든 설정 

 ● [Setup] → [User mng.]의 모든 설정

초기화 작동이 시작되면, 약 1분간 모든 작동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Reboot
Execute 버튼이 클릭되면, 유닛은 재부팅됩니다.
유닛이 재부팅된 후 유닛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로
약 1분간 모든 작동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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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스크린

이 스크린에서, 유닛의 설정은 컴퓨터로 저장되고, 컴퓨터에 저장된 설정은 사용하기 위해 유닛으로 로드됩니다.

● Download
유닛의 설정은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저장 데스티네이션 다이어로그 박스가 디스플레이된 후, 
Execute 버튼을 이용하여 저장 데스티네이션 폴더를 

아래 리스트의 설정이 저장됩니다.

  • Scene Full Auto 설정
  • Scene Manual1 설정
  • Scene Manual2 설정
  • Scene Manual3 설정
  • 시스템 설정
  • 프리셋 설정

 ● Execute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 데스티네이션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나는데 약 10초 정도 걸립니다.

 ● Mac OS X로 운용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정을 다운로드
받으면, Windows로 운용되는 컴퓨터의 작동과 다른 아래의
작동이 실행됩니다.

• 저장 데스티네이션 다이어로그 박스가 디스플레이되지

 →  설정 파일은 Safari 속성 [General]에서 선택된 [Save
downloaded files to]로 지정된 폴더에 저장됩니다.
설정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파일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면, 숫자가 자동으로 할당되어 파일 이름뒤에 
추가되고, 다운로드된 파일은 이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 설정 파일은 .txt 확장자를 갖고 있습니다.
 →  이 확장자를 가진 파일 업로딩은 문제가 없습니다.

•  다운로드된 설정 파일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 Safari 속성 [General]에서 선택된 [Open “safe” files  

after downloading]에서 체크가 제거되면, 설정 파일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지정합니다.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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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load
다운로드 기능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유닛의 설정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다이어로그 박스를 디스플레이하고, 
저장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Execute 버튼이 클릭되면 업로딩이 시작됩니다.  
업로딩은 업로딩 완료를 알리는 팝업 디스플레이가 나타난 후 
1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 Execute 버튼을 클릭할 대, 웹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파일의 경로(소재)에 [\fakepath]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지만 작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사용할 데이터로 유닛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업로딩에 
이용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운로딩 혹은 업로딩이 진행 중일 때 제품의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 다운로딩 혹은 업로딩이 진행 중일 때 다른 작동 실행을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운로딩 혹은 업로딩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참 조

● Status
유닛의 현재 상태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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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파일의 호환성

 ■구성 파일 호환성
AW-HE40용 CameraMain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다운로드 파일에서 아이템을 확장하고 구성 파일의 버젼을 
업데이트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Ver1.0을 파일 Ver2.0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AW-HE40용 CameraMain 소프트웨어의 새 버젼에서 다운로드된 구성 파일이 AW-HE40용 소프트웨어의 구버젼으로 업데이트하면,
아래의 경고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되고 업로드는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구성 파일의 업로딩 전에 AW-HE40용 CameraMain 소프트웨어의 구버젼을 새로운 버젼으로 업데이트합니다.

This config file version does not match with the version of the saved settings.

Back up  page will automatically be displayed again around 10 seconds later.
Please click here  if it is not displayed automatically. 

 ● 업로드 조합의 가능 예

소프트웨어

구성 파일 버젼

CameraMain 
Ver1.5

CameraMain 
Ver2.0

File-Ver1.0 업로드 가능 업로드 가능

File-Ver2.0 업로드 불가 업로드 가능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ile-Ver1.0과 File-Ver2.0은 Camera Main Ver2.0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File-Ver1.0이 CameraMain Ver2.0으로 업로드되면, CameraMain Ver2.0에 추가된 설정에 대한 구성은 업로드 이전의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File-Ver1.0은 CameraMain Ver1.5로 업로드할 수 있고, File-Ver2.0은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 AW-HE40H(HDMI 모델)에서 다운로드된 파일이 AW-HE40S(SDI)로 업로드될 때, AW-HE40H하고만 호환되는 아래의 기능은 
어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 Format
 ● 1080/59.94p  (필드 주파수 : 59.94 Hz)
 ● 1080/50p  (필드 주파수 : 50 Hz)

 ● 이미지는 다운로드 도중 잠깐 건너뛸 수 있습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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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 아이템 표
웹

메뉴
설정 메뉴 시트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Live Power Standby Power ON, Standby
Focus Auto Auto, Manual
Brightness Auto Auto, Manual
Speed Fast Slow, Fast
Preset Home Home, Preset1 to Preset100
Scene F.Auto F.Auto, Man.1, Man.2, Man.3

Setup Basic Basic Camera title AW-HE40 ----
Image Video over IP JPEG Refresh interval (JPEG) 30fps 1fps, 2fps, 3fps, 5fps, 6fps, 10fps, 

15fps, 30fps
Image capture size VGA QVGA, VGA

Image/Position Image adjust Scene Full Auto Manual1 to 
Manual3

Full Auto, Manual1, Manual2, 
Manual3

Contrast Contrast Mode ---- Auto Auto, Manual
 Contrast Level 0 0 –10 to +10
 Shutter Mode ---- Off Off, Step, Synchro
  Step/Synchro
     (”Shutter Mode”로 

“Step”이 선택될 때)

---- [59.94Hz]
 1/100

[50Hz]
 1/120

 ● 59.94 Hz가 선택되었을 때 : 
1/10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50 Hz가 선택되었을 때 :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Step/Synchro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선택될 때)

---- [59.94Hz]
 59.94Hz

[50Hz]
 50.00Hz

 ● 59.94 Hz가 선택되었을 때 : 
59.94Hz - 660.09Hz  
(1 - 255step)
50 Hz가 선택되었을 때 : 
50.00Hz - 570.12Hz  
(1 - 255step)

  Frame Mix ---- Auto Auto, Off, 6dB, 12dB, 18dB, 24dB
  Auto F.Mix Max Gain ---- 0dB 0dB, 6dB, 12dB, 18dB
Gain ---- Auto Auto, 0dB to 48dB

(3dB increments)
AGC Max Gain ---- 24dB 6dB to 48dB (6dB increments)
Day/Night Day Day Day, Night, Auto

  Night-Day Level Mid Mid Low, Mid, High
Picture Chroma Level ---- +2 –3 to +3

White Balance Mode ---- Manual1:
 ATW
Manual2:
 AWB A 
Manual3:
 AWB B 

ATW, AWB  A, AWB B, 3200K 
5600K, VAR

 Color Temperature ---- 3200K 2400K - 9900K
(approx. 100K increments)

 R Gain ---- 0 –30 - +30
 B Gain ---- 0 –30 - +30
Detail ---- Low Off, Low, High
 Detail Level H ---- 18 Detail Level L setting +1 - 18
 Detail Level L ---- 9 1 - Detail Level H setting –1
Flesh Tone Mode ---- Off Off, Low, High
HDR ---- Off Off, Low, High
DNR ---- Low Off, Low, High
Pedestal ---- 0 –10 to +10
DRS ---- Off Off, Low, High
 Gamma Type ---- Normal Off, Normal, Cinema
  Gamma Level ---- Mid Low, Mid, High
Back Light COMP. ---- Off Off, On
Color Matrix ---- Normal Normal, EBU, NTSC,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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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뉴

설정 메뉴 시트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Setup Image Image/Position Color Matrix  B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B_B_M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B_Mg_M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M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Mg_R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R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R_R_Yl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R_Yl_Yl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Yl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Yl_Yl_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Yl_G_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G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G_Cy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Cy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Cy_Cy_B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Cy_B_B  Saturation ---- 0 –31 to +31
 Phase ---- 0 –63 to +63

Preset position Preset Home Home, Preset1 to Preset100
Focus Auto Auto, Manual
Brightness Auto Auto, Manual
Speed Fast Slow, Fast
Speed With Zoom POS. On Off, On
Focus ADJ With PTZ. On Off, On
Preset Speed Table Fast Slow, Fast
Preset Speed 10 1 to 30
Preset Scope Mode A Mode A, Mode B, Mode C

Preset position Tilt Up Release Set, Release
Tilt Down Release Set, Release
Pan Left Release Set, Release
Pan Right Release Set, Release

Audio Audio Off Off, On
Input Volume Line Middle Mic High, Mic Middle, Mic Low, 

Line High, Line Middle, Line Low
Plugin Power Off Off, On

웹 스크린 아이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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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뉴

설정 메뉴 시트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Setup Image System Output Format [AW-HE40H]
  [59.94Hz]
    Auto

Auto, 1080/59.94p, 1080/59.94i, 
720/59.94p, 1080/29.97p, 
1080/29.97PsF

  [50Hz]
   Auto

Auto, 1080/50p, 1080/50i, 
720/50p, 1080/25p, 1080/25PsF

[AW-HE40S]
  [59.94Hz]
    1080/59.94i

1080/59.94i, 720/59.94p, 
1080/29.97p, 1080/29.97PsF

  [50Hz]
    1080/50i

1080/50i, 720/50p, 1080/25p, 
1080/25PsF

System Frequency AW-HE40HWP, 
AW-HE40HKP, 
AW-HE40SWP, 
AW-HE40SKP:  
   59.94Hz(NTSC)

AW-HE40HWE, 
AW-HE40HKE, 
AW-HE40SWE, 
AW-HE40SKE:  
   50Hz(PAL)

59.94Hz(NTSC), 50Hz(PAL)

Others Install Position Desktop Desktop, Hanging
Preset Speed Table Fast Slow, Fast
Preset Speed 10 1 to 30
Preset Scope Mode  A Mode  A, Mode  B, Mode  C
Freeze During Preset Off Off, On
Zoom Mode i.Zoom Opt.Zoom, i.Zoom, D.Zoom, 

D.Extender
 Max Digital Zoom x16 x2 to x16
Image Stabilizer Off Off, On
Speed With Zoom POS. On Off, On
Focus Mode Auto Auto, Manual
 Focus ADJ With PTZ. On Off, On
Tally Enable Disable, Enable
IR Control Enable Disable, Enable
IR ID CAM1 CAM1, CAM2, CAM3, CAM4
CAM/BAR Camera Camera, Colorbar
OSD Mix
OSD Off With Tally Off Off, On
OSD Status Off Off, On
Protocol
 Model Select SEVIHD1 SEVIHD1, SBRC300, 

SBRCZ330, Reserved1, 
Reserved2, Reserved3, 
Reserved4, Reserved5, 
Reserved6, Reserved7

User mng. User auth. User auth. Off On, Off
Authentication Basic Basic, Digest
User name ----
Password ----
Retype password ----
Access level 2. Camera  control 1. Administrator, 

2. Camera  control
User check ----

Network Network IP network DHCP Off On, Off
IP address 192.168.0.10
Subnet mask 255.255.255.0
Default gateway 192.168.0.1
DNS Manual Auto, Manual
Primary server address ----
Secondary server address ----
HTTP port 80 1 to 65535
Easy IP Setup 
accommodate period

Unlimited 20min, Unlimited

웹 스크린 아이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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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메뉴

설정 메뉴 시트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Setup Maintenance Product info. Model no. AW-HE40
MAC address Separate setting
Serial no. Separate setting
Firmware Version Version shipped
Operation time 0h

Default reset Reset to the default (Except the network 
settings)

----

Reboot ----
Back up Download ----

Upload ----

웹 스크린 아이템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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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한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바일 터미널을 유닛에 연결하여 유닛의 이미지(MJPEG 
포맷만)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최신 이미지로 리프레쉬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패닝, 틸팅, 줌잉과 같은 작동은 모바일 터미널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델은 모바일 터미널을 지원합니다.
(2014년 12월 현재)

 ● 호환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웹브라우저에 대한 가장 최근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support desk를 방문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모바일 터미널 사양

iPad
iPhone
iPod touch

iOS 7.1

Android™ terminals Android 4

 ● Android 터미널로 표준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 Android 터미널의 표준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JPEG 포맷에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만됩니다.

 ● 인증 다이어로그 박스가 디스플레이되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한 초기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패스워드 12345

보안을 위해서, “admin”의 사용자 이름에 대한 패스워드는 
실수없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78 페이지 참조) 

 ● 모바일 터미널이 글자 코드 UTF-8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글자는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유닛에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최대 Android 터미널의 
숫자는 1입니다.

참 조

1  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하여 “http://IP address/ 
1mobile/”*  을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유닛의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1:   이 IP 주소는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라우터의 WAN용 글로벌 
IP 주소입니다.  
하지만, 무선 연결이 지원되는 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하여 
액세스되는 동일한 LAN에 유닛이 있다면 로컬 주소를
사용합니다.

● 팬/틸트
이 버튼을 누르면, 팬/틸트 작동 실행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카메라가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위쪽로 기울어집니다.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카메라가 우측으로 움직입니다.

 ● 팬 버튼과 틸트 버튼을 동시에 눌러도 카메라는 
대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눌린 버튼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참 조

● 줌
유닛의 줌 작동은 이 버튼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줌(확대)을 1.0x로 
조정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줌(확대)을 Wide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줌(확대)을 Tele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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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한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계속)

● 프리셋
이 버튼을 누르면, 프리셋 위치를 선택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디스플레이된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카메라의 
팬/틸트 위치는 미리 등록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위치에서 재생성된 설정은 “Preset Scope”
메뉴(46, 72, 75 페이지 참조)에서 구성된 
설정입니다.

● 해상도 전환
이 버튼을 누르면, 해상도를 선택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현재 선택된 해상도 버튼의 글자가 녹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이미지가 320 x 180 픽셀의 해상도로 
디스플레이됩니다.

이미지가 640 x 360 픽셀의 해상도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사용되는 모바일 터미널의 형태에 따라,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해상도는 변경되지만 이미지 크기는 
“해상도 전환” 버튼이 눌려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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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한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계속)

● 조리개
이 버튼을 누르면, 조리개 작동을 실행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자동과 수동 사이에서 조리개를 전환합니다.
자동 설정에서, 버튼 라벨은 녹색입니다.

“닫힘” 방향으로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자동 모드에서 불가능합니다.

“열림” 방향으로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자동 모드에서 불가능합니다.

● 포커스
이 버튼을 누르면, 포커싱 작동을 실행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과 수동 포커싱 사이를
전환합니다.
자동 설정에서, 포커싱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촛점 위치가 조정됩니다.)
자동 설정에서, 버튼 라벨은 녹색으로 바뀝니다.

포커스가 수동으로 조정될 때 이 버튼을 누르면,
포커스는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Ne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
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F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
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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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한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계속)

● Tally 램프 켜짐 상태 디스플레이
카메라의 tally 램프 켜짐 상태가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정상 간격으로 모니터되고 램프의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
됩니다.
Tally 램프가 켜지면, 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 프레임이
적색으로 바뀝니다.
Tally 램프가 꺼지면 디스플레이 영역이 정상으로 복구됩니다.

 ● 모바일 터미널의 디스플레이에 tally 램프의 켜짐 상태의 
변경이 반영되는 데 2초 걸립니다.

 ● “Tally”(47 페이지, 76 페이지)에 “Disable”이 선택되면, 
tally 시그널이 입력되어도 카메라의 tally 램프는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tally 램프 켜짐 상태 디스플레이를
표시하는 글자가 적색으로 바뀝니다.

참 조

 ● HTTP 포트 번호가 “80”에서 변경되면, “http://IP address/  
mobile/”*  을 입력하여, 유닛의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1

 ● 인증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나면, 관리자 혹은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모바일 터미널에 따라, 스크린이 변경될 때마다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User auth.”(78 페이지) 설정이 모바일 터미널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컴퓨터에서 “On”으로 변경되면, 
모바일 터미널 스크린을 리프레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모바일 터미널에서 운용하는 웹 브라우져를
닫고, 모바일 터미널 스크린을 다시 엽니다. 

 ● 이미지가 커지면, 일부 모바일 터미널에 디스플레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터미널을 사용할 때, 동시에 하나 이상의 버튼이 
눌리면, 버튼 중 하나는 릴리스한 후에도 눌린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눌린 상태로 남아 있는 버튼만
다시 눌러 릴리스합니다.

예)
팬(좌측) 버튼과 팬(우측) 버튼이 동시에 눌리면, 팬(좌측) 
버튼 혹은 팬(우측) 버튼 중 하나는 눌린 상태로 남고, 패닝은
계속됩니다.
→  눌린 상태로 있는 팬(좌측) 버튼 혹은 팬(우측) 버튼을 다시

누르면, 패닝이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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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
이 유닛은 패닝과 틸팅 동작 범위를 제한하는 설정(”리미터”)이
있습니다.

유닛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사용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
피사체가 동작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닛의 촬영 범위를 사용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
피사체 바로 앞의 위치에서 리미터를 설정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동 범위에서 상한, 하한, 좌한, 우한의 4개의 리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되면, 위치는 전원이 꺼진 후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리미터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과 콘트롤로 혹은 웹 설정 
스크린으로 설정 혹은 릴리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정 혹은 해제한 것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콘트롤러 작동에 대해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는 리미터의 설정은 여기에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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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 설정/릴리스
 ■기본 리미터 작동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가볍게 두드립니다.
2초간 누르면, 카메라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MENU] 버튼을 다시 2초간 눌러 카메라
메뉴를 없앱니다.
다시 스텝 1부터 시작합니다. 

2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 [    ], [    ], [    ]▲ ▼ ◄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상한, 하한, 좌한, 우한에 대한 리미터는 이들 방향 버튼으로 
각각 설정(혹은 릴리스)됩니다.
이 때, tally 램프가 깜빡입니다.
리미터가 설정되면, 한번 깜빡이고 리미터가 릴리스되면
두번 깜빡입니다.
다른 버튼이 스텝 1과 2 사이에서 눌려지면, 스텝 1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리미터 설정
리미터 위치는 아래의 스텝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설정되면, tally 램프가 한번 깜빡입니다.

1  [CAM1] - [CAM4]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 동작 범위의 상한 위치 설정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유닛을▲ ▼
상한의 위치로 최대한 돌립니다.
그 다음,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

 
 ● 동작 범위의 하한 위치 설정

▲ ▼

▼

 ● 동작 범위의 좌한 위치 설정

◄ ►

◄

 ● 동작 범위의 우한 위치 설정

◄ ►

►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유닛을
하한의 위치로 최대한 돌립니다.
그 다음,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유닛을
좌한의 위치로 최대한 돌립니다.
그 다음,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 혹은 [    ] 버튼을 눌러 유닛을
우한의 위치로 최대한 돌립니다.
그 다음,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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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 설정/릴리스 (계속)

 ■리미터 릴리스
설정된 리미터 위치는 아래의 스텝에 따라 릴리스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릴리스되면, tally 램프가 두번 깜빡입니다.

1  [CAM1] - [CAM4]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2 아래의 스텝을 실행하여 리미터를 릴리스합니다.

 ● 동작 범위의 상한 위치 릴리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
 

 ● 동작 범위의 하한 위치 릴리스

▼

 ● 동작 범위의 좌한 위치 릴리스

◄

 ● 동작 범위의 우한 위치 릴리스

►

 ■리미터 재설정
리미터를 재설정하려면, 현재 구성된 설정을 릴리스해야 합니다.
설정된 리미터 위치는 아래의 스텝에 따라 릴리스할 수 있습니다.

1  “리미터 릴리스”의 스텝에 따라 재설정할 리미터 
위치의 설정을 릴리스합니다.

2 “리미터 설정”의 스텝에 따라 리미터 위치를 
설정합니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재빨리 누르고 [    ] 버튼을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2초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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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7에 대한 참조
Microsoft Windows 7을 사용할 때, 이 설명서에 설명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증상들 중 어느 것이라도 발생하면, 설명에 따라 각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설명은 관리자용 솔루션을 설명합니다.

●  이 설명서의 설명은 Panasonic Corporation에서 확인한 오퍼레이션을 근거로 합니다.  
가능한 증상은 플랫폼 혹은 오퍼레이팅 시스템 버젼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컴퓨터 시스템 요구 사항
컴퓨터의 권장 사양에 대한 추가 정보에 대해 사용하는 제품에 같이 제공되는 설치 가이드 혹은 사용 설명서의 “개인 컴퓨터 
시스템 요구 사항” 섹션을 참조합니다.
Windows 7의 설명이 없는 경우에, 아래를 참조합니다.

CPU Intel CoreTM 2 Duo 2.4  GHz or faster

메모리 1  GB or more (2 GB or more for 64-bit edition)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BASE-T or 100BASE-TX  1 port

모니터 1024 x 768  pixels or more, 24-bit True color or better

OS와 웹 브라우저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SP1 
64-bit/32-bit*1

Windows Internet Explorer  
11.0/10.0/9.0/8.0* 2

*1: Windows XP 호환성 모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Internet Explorer 64-bit 버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Windows 7 사용시 주의 사항
 ●제한

 ● 일부 제품의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 아이템과 설정값의 디스플레이이 위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제품과 함께 Windows 7을 사용할 때
두 개의 웹 브라우저 창이 동시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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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Access level  ...................................................................... 78
Menu  AGC Max Gain  .......................................................... 37, 66

AK-HRP200  ...................................................................... 32
Menu  Audio  ............................................................................ 48, 73

Audio screen  ..................................................................... 73
Menu  Authentication  .................................................................. 78
Menu  Auto F.Mix Max Gain  ............................................... 37, 66

Automatic adjustment (AWB)  .......................................... 17
Auto tracking white adjustment (ATW)  ......................... 19

Menu  AWB  .................................................................................... 66
AW-RP50  .......................................................................... 25
AW-RP120  ........................................................................ 29

B

Menu  Back Light COMP.  ....................................................... 41, 68
Back up screen  ................................................................. 84
Basic button  ....................................................................... 61
Basic screen  ...................................................................... 60

Menu  B Gain  .......................................................................... 39, 67
Menu  Brightness  .................................................................. 59, 71
Menu  B to Cy_B_B

Phase  .................................................................... 42, 69
Saturation  ............................................................. 42, 69

C

Menu  CAM/BAR  .................................................................... 47, 77
Menu  Camera  ............................................................................... 35

Camera screen  ................................................................. 36
Menu  Camera title  ........................................................................  61

Camera title display area  ................................................ 61
Changing the format  ....................................................... 45
Changing the frequency  ................................................. 45

Menu  Chroma Level  ............................................................. 39, 66
Menu  Color Matrix ........................................................................ 68
Menu  Color Temperature  ..................................................... 39, 66

Concerning initialization  .................................................... 50
Menu  Contrast  ....................................................................... 36, 65

Contrast 1/2 screen  .......................................................... 37
Contrast 2/2 screen  .......................................................... 38

Menu  Contrast Level  ..................................................... 36, 37, 65
Menu  Contrast Mode  ........................................................... 37, 65

Control pad and its buttons  ................................... 59, 71

D

Menu  Day/Night  .............................................................. 36, 38, 66
Menu  Default gateway  ................................................................. 80
Menu  Default Gateway  ................................................................. 50

Default reset screen  ......................................................... 83
Menu  Detail  ............................................................................  40, 67
Menu  Detail Level H  ............................................................. 40, 67
Menu  Detail Level L  .............................................................. 40, 67
Menu  DHCP  .................................................................................... 79
Menu  DNR  ............................................................................... 41, 67
Menu  DNS  ...................................................................................... 80
Menu  Download  ............................................................................ 84
Menu  DRS  ............................................................................... 40, 67

E

Menu  Easy IP Setup accommodate period ...................  80

F

Menu  Firmware file  .......................................................  82
Menu  Firmware version  ................................................  81
Menu  Firmware Version  ................................................  49

Firmware Version screen  ....................................  49
Menu  Flesh Tone Mode  ...........................................  40, 67
Menu  Focus  ......................................................  59, 70, 93
Menu  Focus ADJ With PTZ.  ..............................  46, 71, 76
Menu  Focus Mode  ..................................................  46, 76
Menu  Format  ...........................................................  44, 75
Menu  Frame Mix  .....................................................  37, 66
Menu  Freeze During Preset  ....................................  46, 76
Menu  Frequency  .....................................................  44, 75

G

Menu  Gain  ............................................................................. 37, 66
Menu  Gamma Level  ............................................................ 40, 68
Menu  Gamma Type  ............................................................. 40, 67

H

Menu  HDR  ............................................................................. 40, 67
Menu  HTTP port  ........................................................................... 80

I

Menu  Image adjust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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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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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Matrix  .................................................................................... 36
Menu  Matrix Type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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