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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어

Model No. AW-HE130WP
Model No. AW-HE130KP
Model No. AW-HE130WE
Model No. AW-HE130KE

사용 설명서

HD Integrated Camera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고 나중을 위해 보관하도록 합니다.

 ● 사용 설명서에 관하여
• 사용 설명서(본 설명서) :

이 설명서는 유닛의 작동 방법과 설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 설치 설명서 :

이 설명서는 유닛의 설치와 시스템 구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를 위해 유닛를 설치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AW-HE130WP, AW-HE130KP용)

주 의 :

주 의 :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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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고
전기 쇼크 위험
 열지 마시오

경 고 :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커버(뒷면)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 부품은 사용자 서비스 부품이 아닙니다.

공인된 서비스 인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삼각형 안의 화살표 모양의 번개 심벌은
사람에게 전기 쇼크의 위험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절연되지 않은 제품 내부의 “위험한 
전압”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경고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삼각형 안의 느낌표 표시는 제품에 동봉한
인쇄물에 중용한 제품 작동과 유지 보수
(서비스) 설명의 존재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의도입니다.

•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비 혹은 습기에 노출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나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모든 종류의

액체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튈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 보관하시고 장비

위에 어떤 종류의 액체 용기도 올려 놓지 않도록 합니다.

메인 유닛 장착 나사, 브라켓 장착 나사와 낙하 방지 와이어 장착

나사는 항상 아기와 어린이들의 손이 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본 장비는 100 - 240V AC의 범위에서 작동됩니다.

120V가 아닌 전압은 U.S.A.와 캐나다 용이 아닙니다.

120V AC가 아닌 전압에서의 작동은 다른  AC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체 AC 플러그 선택에 한 지원은 지역 혹은 해외 Panasonic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서플라이 코드의 메인 플러그는 작동 준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AC 콘센트(전원 소켓 콘센트)는 장비 부근에 설치하고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AC 전원에서 본 장비의 연결을 확실히 분리하려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적당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본 제품을 책장, 빌트인, 캐비닛 혹은

기타 좁은 공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 혹은 전기 쇼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커튼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나 전기 쇼크의 위험과 귀찮은 간섭을 줄이려면, 추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1년에 1회 정도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적절한 설치는 유닛의 낙하 원인이 되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각 가 부착되어 있는 동안 유닛을 들어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삼각 의 무게로 피팅이 손상되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FCC 알림 (USA)

 

경 고 :

 

 

FCC 주 의 :

 
 

알림 (캐나다)
CAN ICES-3 (A)/NMB-3A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중요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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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AW-HE130WP, AW-HE130KP용)(계속) 

본 디바이스는 FCC 규정 제15조를 따릅니다.

작동은 아래의 두가지 조건으로 제한됩니다.

(1) 이 디바이스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비는 의도하지 않은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수신된

간섭을 받아 들입니다.

이 장비는 FCC 규정의 제15조에 따른 클래스 A 디지털 디바이스용 제한에 따라 테스트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한은 장비가 상업적 환경에서 작동될 때 유해한 간섭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고 발산하고 설명서에 따라 설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 라디오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의 이 장비의 작동은 사용자가 개인의 비용으로 간섭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FCC 발산 제한 규정을 준수하려면, 외부 유닛에 연결할 때 쉴드 인터페이스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비에 대한 어떠한 공인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은 장비 작동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를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1) 이 설명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2) 이 설명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주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5) 본 장비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청소는 마른 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7) 어떠한 통풍구도 막지 않도록 합니다.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도록 합니다.

8) 열을 발생하는 라지에이터, 열 조정장치, 스토브 혹은 다른 기기(앰플리파이어 포함) 등과 같은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9) 안전 목적의 성극 형태 혹은 접지 형태 플러그를 부수지 않도록 합니다. 성극 플러그는 한쪽 날이 더 넓은 두 날을 가진 플러그입니다.   

접지 형태 플러그는 두 날과 접지용 세번째 날이 있는 플러그입니다. 넓은 두 날 혹은 세번째 날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전원 소켓과 맞지 않으면, 필요없는 전원 소켓의 교체를 전기 기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원 크드를 플러그, 실내 전원 소켓, 그리고 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발에 걸리거나 끼이지 않도록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조업체에서 인증한 부착물과 액세서리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12) 제조업체에서 인증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테이블 혹은 기기와 같이 판매된 것들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카트 이용시, 움직일 때 카트 혹은 기기가 넘어져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13) 천둥 번개가 칠 때 혹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플러그를 뽑도록 합니다.

14) 모든 서비스는 인증된 서비스 전문 인력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기의 파워 서플라이 코드나 플러그가 상한 경우, 

액체를 엎지른 경우, 기기에 물체가 떨어진 경우, 기기가 비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떨어뜨린 경우와 같이 기기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먼저 읽어 보세요! (AW-HE130WE, AW-HE130KE용)

주 의 :
 

 
 

주 의 :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경 고 :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EEE Yönetmeliğine Uygundur.
EEE Complies with Directive of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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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비 혹은 습기에

노출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나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본 장비를 모든 종류의

액체로부터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액체가 흐르거나 튈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사용, 보관하시고

장비 위에 어떤 종류의 액체 용기도 올려 놓지 않도록 합니다.

메인 유닛 장착 나사, 브라켓 장착 나사, 낙하 방지 와이어 장착 나사는

항상 아기와 어린이들의 손이 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나사를 풀어 패널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기적 쇼크의 위험을 줄이려면, 커버를 제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부에 사용자 서비스 부품은 없습니다.

공인된 서비스 인력에게 서비스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서플라이 코드의 메인 플러그는 작동 준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AC 콘센트(전원 소켓 콘센트)는 장비 부근에 설치하고 접근이

쉬워야 합니다.

AC 전원에서 본 장비의 연결을 확실히 분리하려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합니다.

적당한 통풍을 유지하려면, 본 제품을 책장, 빌트인 캐비닛 혹은

기타 좁은 공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 혹은 전기 쇼크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커튼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통풍구를 막지 않도록 합니다.

화재나 전기 쇼크의 위험과 귀찮은 간섭을 줄이려면, 추천 액세서리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1년에 1회 정도 설치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적잘한 설치는 유닛의 낙하 원인이 되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삼각 가 부착되어 있는 동안 유닛을 들어 이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삼각 의 무게로 피팅이 손상되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구매자/사용자를 위한 EMC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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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AW-HE130WE, AW-HE130KE용)(계속) 

1.적용 가능 기준과 작동 환경

이 장비는 아래 기준에 부합합니다.

• EN55103-1과 EN55103-2 기준 그리고,

• 전자기 환경 E4.

2. 상기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사전 필요 조건

<1> 주변 장치는 특별한 연결 케이블로 장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 

주거, 상업, 광산업, 도시 외부 환경에서, 이 제품은 라디오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사용자가 이 장비에 연결할 주변 장비는 추천하는 장비만을 연결해야 합니다.

• 구매자/사용자는 아래에 설명된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연결 케이블은 장비의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도록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비디오 시그널 연결 케이블

SDI(Serial Digital Interface)용으로 75-ohm 타입 고주파수 애플리케이션용 더블 쉴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75-ohm 타입 고주파 애플리케이션용으로 만들어진 동축 케이블은 아날라고 비디오 시그널용으로 권장합니다.

• 오디오 시그널 연결 케이블

장비가 AES/EBU 시리얼 디지털 오디오 시그널을 지원하면, AES/EBU용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시그널용으로 고주파수 트랜스미션 애플리케이션용 퀄리티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기타 연결 케이블(IEEE1394, USB)

연결 케이블로 고주파수 애플리케이션용 퀄리티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더블 쉴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DVI 시그널 터미널에 연결할 때, 페라이트 코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장비가 페라이트 코어 케이블을 제공하면, 반드시 이 메뉴얼의 설명에 따라 케이블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실행 레벨

장비의 실행 레벨은 이들 기준에서 요구되는 실행 레벨과 같거나 우수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전자기장(시그널 전송 타워, 휴대폰 등의 존재로 인한)이 생성되는 지역과 같은 EMC 환경에서 사용되면 

간섭에 의해 장비가 반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섭에 의한 장비의 반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은 기기와 작동 환경을 다음의 순서대로 조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1. 간섭의 원인에서 거리를 두고 장비를 둡니다.

2. 장비의 방향을 변경합니다.

3. 장비에 사용된 연결 방법을 변경합니다.

4. 다른 기타 장비와 전원을 같이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전원 소켓에 장비를 연결합니다.



AC 메인 리드선에 대한 경고

 
혹은

혹은
퓨즈

퓨즈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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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읽어 보세요! (AW-HE130WE, AW-HE130KE용)(계속) 

안전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주의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에는 2가지 형태의 AC 메인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하나는 유럽 대륙과 기타 지역용이고, 다른 하나는 U.K.(영국) 전용입니다.

다른 형태의 메인 케이블은 맞지 않으므로, 적절한 메인 케이블이 각각의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럽 대륙과 기타 지역용
영국에서 사용 불가

U.K.(영국) 전용
제공된 플러그가 소켓과 맞지 않으면,

플러그를 잘라내고 적절한 것으로 맞춥니다.

U.K. 전용  
이 장비는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몰드 3핀 메인 플러그를

제공합니다.

이 플러그에는 5 amp 퓨즈가 적용되었습니다.

퓨즈의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 퓨즈는 반드시 ASTA 혹은

BSI - BS1362로 인증받은 5 amp 등급의 퓨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ASTA 마크        나 BSI 마크       를 퓨즈 몸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러그가 열 수 있는 퓨즈 커버를 포함하고 있으면, 퓨즈 교체시

반드시 다시 닫아야 합니다.

퓨즈 커버를 분실하면, 대체 커버를 구할 때까지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체 퓨즈 커버는 지역 파나소닉 딜러로부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퓨즈 교체 방법

1. 스크류 드라이버로 퓨즈 장착부를 엽니다.

2. 퓨즈를 교체합니다.

적합성 선언

전기와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의 기술적인 규제의 요구 사항에 적합

(우크라이나 내각의 명령 No. 1057로 채택)

제품은 전기와 전자 장비에서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의 기술적 규제의 요구사항에 적합합니다.

(RoHS의 TR)

RoHS의 TR의 Annex No.2에 리스트된 애플리케이션의 면제와 유해 물질의 내용

1. 납(Pb) - 0.1%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2. 카드뮴(Cd) - 0.01% 혹은 1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3. 수은(Hg) - 0.1%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4. 헥사밸런트 크로뮴(Cr6+) - 0.1%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5.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바이페닐(PBB) - 0.1%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6. 폴리브로미네이티드 디페닐 에테르(PBDE) - 0.1% 혹은 1000wt ppm을 넘지 않을 것

제조업체 : Panasonic Corporation, Osaka, Japan
EU 규정에 따른 수입업체 명칭과 주소 :

Panasonic Marketing Europe GmbH   
Panasonic Testing Centre  
Winsbergring 15, 22525 Hamburg, Germany 



먼저 읽어 보세요! 

접지에 관한 참조

• <SIGNAL GND> 접지 커넥터를 통해 유닛을 접지합니다.

접지 커넥터

벽의 소켓,

접지용 도체 등에

접지 커넥터를

연결

유닛의 모델 번호
설명서에 사용된

모델 번호

AW-HE130WP

AW-HE130
AW-HE130KP

AW-HE130WE

AW-HE130KE

AW-HS50N
AW-HS50

AW-HS50E

AW-RP50N
AW-RP50

AW-RP50E

AW-RP120G AW-RP120

AK-HRP200G AK-HR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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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이드 마크와 등록 트레이드 마크   
• Microsoft   , Windows   , Windows   7, Windows   8, Windows® ® ® ®

®8.1, Internet Explorer   , ActiveX   , DirectX   는 미국과 기타®®

®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 혹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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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roid™ 은 Google Inc.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Intel   과 Intel   Core     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의® ® TM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Adobe   와 Reader   은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Adobe Systems ®®

Incorporated의 등록 트레이드 마크 혹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HDMI, HDMI 로고,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HDMI Licensing, LLC의 트레이드 마크 혹은 등록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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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는 ®®

“Windows 7”로 축약됩니다.
• Microsoft   Windows   8 Pro 32/64-bit는 “Windows 8”로®®

축약됩니다.
• Microsoft   Windows   8.1 Pro 32/64-bit는 “Windows 8.1”로®®

축약됩니다.
• Windows   Internet Explorer   8.0, Windows   Internet Explorer®® ® ®

9.0, Windows   Internet Explorer   10.0, Windows   Internet®®

®Explorer   11.0은 “Internet Explorer”로 축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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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서에 사용된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디스플레이 
• 설명서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스크린 디스플레이로 보여지는 내용은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Windows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마크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 스크린 샷은 Microsoft Corporation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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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개요 컴퓨터 요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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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닛은 새로 개발된 1/2.86-type 풀 HD 3MOS 센서와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DSP)를 특징으로 하는 통합된 팬-틸트 헤드를 가진 풀 HD

카메라입니다.

• 옵티컬 20x 줌 렌즈에 추가하여, 유닛은 10x 디지털 줌을 갖춰 1,000개

라인의 수평 해상도를 가진 활기찬 고퀄리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체의 높은 민감도와 내장된 이미지 흔들림 정정 기능과 야간 모드

기능으로, 유닛은 주변을 광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콘트롤러가 연결되면, 카메라 작동은 IP 콘트롤 혹은 시리얼 콘트롤을 통해

부드럽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유닛은 낮은 밝기 조건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피사체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야간 모드의 기능이 있습니다.

• 유닛이 IP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작동될 수 있습니다.

• 새로 개발된 코덱 엔진을 갖춰, 유닛은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 60 fps의

풀 HD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유닛은 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포맷을 지원하여 시판 콘트롤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 Panasonic 고유의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포맷을 통해 Panasonic 카메라

콘트롤러와 연결도 가능합니다.

• 사용자의 예정된 애플리케이션과 환경에 맞게 유닛은 화이트(AW-

HE130WP/AW-HE130WE)와 블랙(AW-HE130KP/AW-HE130KE)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PU Intel    Core™ 2 Duo 2.4 GHz 이상®

권장

메모리 Windows 용: 
1 GB 이상

(Microsoft   Windows   8.1, Microsoft   ®  
Windows   8, Microsoft   Windows   7의 

®

®

®

64 비트 에디션용으로는 2GB 이상)

® ®

Mac 용 :

2 GB 이상

네트워크 기능 10BASE-T 혹은 100BASE-TX 포트 x1

이미지 디스플레이 해상도 : 1024 x 768 픽셀 이상

컬러 생성 : 트루 컬러 24 비트 이상

지원되는 작동 

시스템(OS)과

웹 브라우저

Windows 용 :

Microsoft   Windows   8.1 Pro 64-bit/32-bit*®

® 1Windows   Internet Explorer   11.0*  *

®

®

1

3

Microsoft   Windows   8 Pro 64-bit/32-bit*

®

® 1Windows   Internet Explorer   10.0*  *

®

®

1

3

Microsoft   Windows   7 Professional SP1 

®

®

 
64-bit/32-bit* 2

Windows   Internet Explorer   11.0/10.0/9.0

®

®  
/8.0*3

Mac 용 :

OS X 10.9

Safari 7.0.2

OS X 10.8

Safari 6.1.2

OS X 10.7

Safari 6.1.2

iPhone, iPad, iPod touch 용 :

iOS 7.1

Standard web browsers

Android 용 :

Android OS

Standard web browsers

기타 CD-ROM 드라이브

(사용 설명서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Adobe   Reader

(CD-ROM의 사용 설명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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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Windows   XP 호환 모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3 Internet Explorer   의 64-bit 버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의 면책

네트워크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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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계속) 

중 요
• 필요한 컴퓨터의 사양을 제공하지 못하면 스크린에서 이미지의 묘사가

느려질 수 있고, 웹 브라우저의 작동이 불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 조>

• 유닛의 소프트웨어 버젼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ecessary.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데스크탑 버젼을 사용합니다.

(Windows UI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호환 가능한 작동 시스템과 웹 브라우저에 대한 최신 정보에 관하여,

아래의 웹 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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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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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산이나 손실

②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나 사용자의 소홀한 작동으로 인한 인사 사고

혹은 어떠한 손상

③ 사용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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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등

⑦ 어떠한 에러로 인한 등록 데이터의 손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동안 유닛이 사용되므로, 아래의 보안 위험이

존재합니다.

① 유닛을 통한 정보의 누설 혹은 도난

②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한 유닛의 공인되지 않은 작동

③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한 유닛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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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컴퓨터가 포함된 네트워크에 유닛이 연결되면, 컴퓨터 바이러스

혹은 기타 나쁜 것들에 시스템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정기적으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안티스파이웨어 프로그램 등을

업데이트합니다.)

• 인증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로그인하는 사용자들을 제한하여

비인증 접속으로부터 네트워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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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합니다.

• 사용자 인증으로 유닛에 접속을 제한하여, 예를 들어 유닛에 저장된 설정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 유닛, 케이블, 기타 부분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쉽게 망가지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장소에 유닛을 설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용 라인을 사용하는 연결을 피합니다.

<참 조>

사용자 인증에 관해

• 유닛에서 사용자 인증은 약식 인증 혹은 기본 인증을 통해서 실행됩니다.

기본 인증이 전용 인증 디바이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되면, 패스워드 

누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식 인증 혹은 호스트 인증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제한

• 유닛, 콘트롤러, 컴퓨터를 동일한 네트워크 세그먼트로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디바이스 고유 설정에 근거한 이벤트가 다른 

세그먼트를 포함한 연결에서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작동에 앞서 확인을

합니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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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 포맷 지원
• 카메라 메뉴 혹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아래의 포맷들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 포맷 :

1080/59.94p, 1080/29.97p*  , 1080/23.98p, 1080/59.94i,1

1080/29.97PsF, 1080/23.98PsF, 720/59.94p, 480/59.94p

(HDMI) 혹은 480/59.94i(SDI), 1080/50p, 1080/25p*  , 1

1080/25PsF, 720/50p, 576/50p(HDMI), 576/50i(SDI)

*1 네이티브 출력

VIDEO OUT 시그널의 조건에서, 포맷 설정과 상관없이 

480/59.94i 혹은 576/50i 시그널이 출력됩니다.

이들 시그널은 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0p일 때 120H(HD 라인)에 의해 그리고 다른 용도로 90H

(HD 라인)에 의해 출력되는 VIDEO OUT 시그널에 지연이 있습니다.

• SD 포맷에서, “Squeeze”, “LetterBox”, “SideCut”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1/2.86-type MOS 센서와 고성능 20x 줌 렌즈
• 새로 개발된 1/2.86-type 풀 3MOS 센서와 DSP(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가 통합되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방법의 비디오 

프로세싱에 의해 고퀄리티의 픽처가 구현됩니다.

• 자체 옵티컬 20x 줌 렌즈에 추가하여, 유닛은 주변에 넘쳐나는 
고퀄리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도록 10x 디지털 줌을 갖추었습니다.

• 과다 노출과 다크 디테일의 부족을 보정하는 다이내믹 레인지 

스트레쳐(DRS) 기능과 어두운 장소에서 이미지 랙을 최소화하고

선명한 씬을 촬영하는 디지털 노이즈 감소(DNR) 기능이 통합되어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에서 깨끗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 고성능 팬-틸트 헤드 유닛과의 통합으로 가능한
유닛의 쉬운 작동
• 60°/s의 고속으로 작동

• ±175°의 패닝 각도와 -30° - 120°의 틸팅 각도의 넓은 회전 각도

• NC35의 노이즈 레벨로 정숙한 작동

• 프리셋 메모리에서 최대 100개의 위치 저장

(사용할 수 있는 프리셋 메모리의 숫자는 하나의 콘트롤러에서 다른 

콘트롤러까지 다릅니다.)

 ■ 내장 야간 모드
• 유닛은 적외선 촬영을 지원합니다.

적외선에 피사체를 노출시켜, 일반적으로 어려운 낮은 밝기의 

조건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출력은 흑백으로 됩니다.)

• 조리개는 열림으로 고정됩니다.

 ■ IP 이미지 출력 기능
• 유닛은 이미지 압축과 IP 전송 LSI 능력을 갖췄습니다.

최대 60 fps에서 풀 HD 퀄리티로 출력합니다.

• IP 콘트롤로 작동은 원격 위치에서 카메라를 콘트롤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한 적용이 가틍합니다.

 ■ 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지원
• 최대 7대의 카메라를 RS-232C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판 콘트롤러에

연결합니다.

 ■ 함께 사용하여 유연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Panasonic의 현재 이용 가능한 콘트롤러와의
높은 호환성
• 현재 이용 가능한 한 대의 Panasonic 콘트롤러(AW-RP120,

AW-RP50, AW-HRP200)에서 시리얼 콘트롤로 최대 5대의

유닛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닛은 Panasonic Corporation에서 현재 이용 가능한 카메라와 팬-틸트

헤드 유닛 시스템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시스템은 더욱 유연한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이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참 조>

• 유닛을 지원하려면 콘트롤러의 버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 아래의 웹 사이트의

지원 페이지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http://pro-av.panasonic.net/ 
유닛과 콘트롤러 사이의 최대 거리는 1000 미터입니다.

(시리얼 콘트롤이 실행될 때)

외부 디바이스 혹은 일부 다른 수단의 사용은 비디오 시그널 연결을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별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팬-틸트 헤드, 카메라와 렌즈에 사용되는 통합  
디자인 덕택에 쉬운 시스템 구성
• 카메라, 렌즈, 팬-틸트 헤드를 하나의 유닛에 통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 조작하기 쉬운 무선 리모트 콘트롤(옵션 액세서리)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4대까지 작동할 수 있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스크린을 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설정하거나 기능을 전환하는데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 간단한 연결과 설치에 의한 유연한 카메라 레이아웃
• 이 유닛은 가변운 메인 유닛, 사용자 스스로 설치할 수 있는(실내

사용시에만) 턴 록 시스템 등의 IP 콘트롤 덕택에 뛰어난 연결성과

설치 가능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참 조>

• 유닛이 실내용으로만 개발되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야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전 모델과 동일한 콤팩트한 크기와 무게로 
향상된 기능성
• 이전 모델의 콤팩트한 크기, 무게, 정보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 IP 콘트롤의 쉬운 연결과 설정 편의성
• Panasonic 콘트롤러(AW-RP120, AW-RP50, AK-HRP200)에서 

 

IP 연결로 최대 100대의 유닛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LAN 케이블의 최대 길이는 100 미터입니다.)

 ■ PoE+*   는 카메라 전원 설정의 필요성을 2

없앱니다.
• 카메라 파워 서플라이의 설정은 유닛이 PoE+ 표준(IEEE802.3

at 준수)*   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연결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참 조>

• 소프트웨어 인증이 필요한 PoE+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유닛이

작동하기 전에 파워 서플라이가 시작한 후 몇 분 정도 걸립니다.

• AC 어댑터와 PoE+ 파워 서플라이가 동시에 연결되면, AC 어댑터가

우선합니다. 양쪽의 파워 서플라이가 연결되었을 때 AC 어댑터가 

분리되면, 유닛을 자동으로 재시작하고, 이미지는 중단됩니다.

• PoE+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때 카테고리 5e 케이블 이상을 

사용합니다. 파워 서플라이 유닛과 유닛 사이의 케이블 최대 길이는

100미터 입니다. 카테고리 5보다 낮은 케이블을 사용하면 파워 

서플라이의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 PoE+ 인젝터가 스트레이트 LAN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가비트 

이더넷을 지원하는 컴퓨터에 연결되면, 컴퓨터는 드물게 인젝터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크로스 LAN 케이블을 

사용하여(혹은 크로스 연결로) 컴퓨터를 유닛에 연결합니다.

*2 이더넷 플러스의 전원. 이 매뉴얼의 “PoE+”를 참조합니다.

*3 작동이 검증된 PoE+ 디바이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콘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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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RP120
 ● AW-RP50
 ● AK-HRP200

• 유닛을 지원하려면 콘트롤러의 버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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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아래의 작동은 아래의 콘트롤러를 통해서 실행될 수 없습니다.

아이템 AW-RP555 AW-RP655

Camera OSD menu operation Supported Supported

Scene
Supported*1
(1/2/3/USER)

Supported

(HALOGEN/FLUORESCENT/OUTDOOR/USER)

Iris Mode Supported Supported

Shutter Mode
Supported with some restrictions *2

(Step only)
Not supported

Gain Supported *1 Supported  with some restrictions *3
ND Filter Not supported Not supported

Day/Night Supported with some restrictions *4 Supported  with some restrictions *4

White Balance Mode
Supported *1

(AWB A/AWB B/ATW only)

Supported

(AWB A/AWB B/ATW only)

AWB/ABB Supported Supported

Color Temperature Not supported Not supported

R Gain/B Gain Not supported Supported

Pedestal Not supported Supported

R Pedestal/B Pedestal Not supported Supported  with some restrictions *5
Detail Not supported Not supported

V Detail Level Not supported Not supported

CAM/BAR Supported *1 Supported

Pan Supported Supported

Tilt Supported Supported

Preset Supported Supported

Preset Speed Not supported Not supported

Preset Speed Table Not supported Not supported

Preset Scope Not supported Not supported

Freeze During Preset Not supported Not supported

Focus Mode Supported with some restrictions*4 Supported  with some restrictions *4
Zoom Supported Supported

Digital Extender Not supported Not supported

OIS Not supported Not supported

Tally Supported Supported

*1 설정값이 다른 디바이스로 변경되면, 설정값을 적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설정 후 Shutter Mode가 켜지고/꺼지면,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3 Gain이 19 dB 이상으로 설정되면 부적절한 작동이 발생합니다.

*4 설정 값이 다른 디바이스로 변경되면, 설정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값이 디바이스에 로컬로 설정되면, 값이 적용됩니다.)

*5 값 범위 디스플레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150 - +150)



액세서리

 

 

 ●   ●   

 

 

옵션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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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액세서리가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합니다.

• 박스에서 제품을 꺼낸 후, 전원 케이블 캡과 포장재의 폐기는 적절한 방법에 따를도록 합니다.

CD-ROM (1)

• 사용 설명서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

(EasyIPSetup.exe)

•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

(nwcv4SSetup.exe)

설치 표면용 장착 브라켓

(매달기용/데스크탑) (1) 
메인 유닛 장착 나사

(플랫 와샤, 스프링 와샤)

M3 x 6 (1)

AC 어댑터 (1)

전원 케이블
AW-HE130WP/AW-HE130KP (1)

(1.5 m)

AW-HE130WE/AW-HE130KE

(2 종류)

(U.K. 이외 지역용)

(1.5 m)

(U.K.용)

(1.8 m)

케이블 커버 (1)

낙하 방지 와이어 (1)

낙하 방지 와이어 장착 나사(1)  
(제품에 부착되어 있음)

 브라켓 장착 나사

(bind-head)

M4×10 (4)

 ● 무선 리모트 콘트롤러 AW-RM50G(Size “AA” dry battery x 2, 별도 구매)

 ● 다이렉트 천정 장착 브라켓 WV-Q105



■

작동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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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조명 조건에서 촬영합니다.
보기 좋은 컬러의 픽쳐를 만들려면, 적절한 조명 조건에서 촬영합니다.

형광등 조명에서 초라영하면 정확한 컬러를 가진 픽쳐가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명을 선택합니다.

 ■ 장기간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확보하려면
온도와 습도 레벨이 높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유닛을 사용하면 부품

열화의 원인이 되고, 수명의 단축을 유발합니다.

(권장 온도 : 최대 35°C)

설치 장소를 향해 냉방기 혹은 난방기가 직접 공기를 보내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 카메라를 강한 조명에 조준하지 
않도록 합니다.
MOS 센서의 부품이 스폿 라이트 혹은

다른 강한 빛에 노출되면, 블루밍(강한

조명의 가장자리가 흐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lurred)

밝은 피사체

블루밍
 ■ 매우 밝은 피사체의 경우
매우 밝은 광원이 렌즈에 비춰지면 플레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 자동 기능을 사용할 때
• 카메라 메뉴와 기타 메뉴에서 씬 아이템의 일부에 대해 초기 설정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이들 아이템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을 수동으로 조작하려면, 자동 설정을 수동 설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형광등 조명에서 ATW(auto tracking white adjustment) 기능을

사용할 때, 화이트 밸런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상황에서, 자동 설정에서 포커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동 설정을 선택하고, 수동으로 포커스 합니다.

 ■ 줌잉과 포커싱
포커스가 수동으로 설정되면, 줌 도중 포커스 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줌잉 이후, 필요에 따라 포커스를 조정하거 포커스를 자동으로 설정

합니다.

수동 설정에서 포커스를 사용할 때 포커싱 정확도가 더 높은 Tele에서

포커스 위치를 설정한 후 줌잉을 진행시킵니다.

(하지만, 유닛에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가 1.5미터 미만이면, 

피사체는 Wide에서 포커스 아웃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Wide에서 포커스를 조정한 후 Tele로 줌잉이 진행되면, 포커스 아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원이 켜졌을 때 렌즈의 작동
제품의 전원이 켜지면, 줌, 포커스, 조리개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유닛은 안전 모드가 있습니다.
안전 모드는 유닛을 손상에서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안전 모드에 관하여”(→ 111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작동 온도 범위
온도가 픽쳐 퀄리티를 떨어뜨리거나 내부 부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온도가 0°C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장소 혹은 온도가 40°C

이상 올라가는 뜨거운 장소에서 유닛의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VIDEO OUT 시그널에 관해
이미지가 모니터되는 경우 VIDEO OUT 시그널이 제공됩니다. 

 HDMI 인터페이스 표준에 관해
이 유닛은 HDMI 호환성 인증을 받았지만, 아주 가끔 유닛에 연결된

HDMI 디바이스에 따라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컬러 바
• 컬러 바는 컬러 페이스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고, 이 컬러 바의 넓이와

위치는 다른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될 때 Down CONV. Mode 아이템에 대한 

설정은 “Squeeze”로 고정됩니다.

 ■ IP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에 관해
IP 비디오 프레임 레이트는 네트워크 환경, 컴퓨터의 성능, 모바일 터미널,

비디오의 피사체, 액세스 볼륨에 따라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264 특허 풀 라이센스
이 제품은 AVC Patent Portfolio License를 근거로 라이센스되었고,

라이센스는 아래에 설명된 개인적이고 비이익적 행위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용도 이상 연장되지 않습니다.

(i)  AVC 표준(이하 “AVC 비디오”)에 맞는 이미지 정보의 레코딩

(ii) 개인 행위로 소비자가 레코드한 AVC 비디오 혹은 라이센스 

공급자로부터 입수한 AVC 비디오의 재생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MPEG LA, LLC 웹사이트(http://www.mpegla.com)을 

 ■ PoE+ 파워 서플라이에 관해
유닛은 IEEE802.3at 표준을 준수합니다.

PoE+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려면 호환 이더넷 허브와 PoE+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합니다. 

작동이 검증된 이더넷 허브와 PoE+ 인젝터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객

 ■ 케이블을 연결 혹은 분리하기 전에 전원을 끕니다.
이 유닛은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에 DC 12V 파워 서플라이 혹은 PoE+

파워 서플라이 디바이스를 끕니다.

 ■ 유닛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유닛을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유닛의 오기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지 않을 때 유닛의 전원을 끕니다.

유닛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제대로 

확실하게 제거하도록 합니다.

 ■ 옵티컬 시스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옵티컬 시스템 부분은 카메라의 작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질 수 있는 환경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먼지가 쌓인 경우, 카메라 블로우어를 이용하거나 렌즈 클리닝 페이퍼로

부드럽게 닦아 먼지를 제거합니다.

 ■ 카메라를 전원 켜짐 여부에 상관없이 태양 혹은 레이저
빔에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태양, 레이저 빔 혹은 기타 밝게 켜진 피사체의 이미지를

찍으면 CCD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사용 컴퓨터
컴퓨터의 모니터에 오랫동안 동일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면, 모니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 세이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IP 어드레스 설정에 관해
하나의 카메라에 대해 여러 대의 컴퓨터에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돌리거나 동시에 IP 어드레스를 설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절차를 완료하거나 IP 어드레스를 제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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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시 주의 사항(계속)  

 ■ 이물질이 회전 부분에 붙지 않도록 합니다.
유닛의 오기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카메라 헤드의 동작부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작동 중에 유닛에 손가락 혹은 신체 일부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상이나 유닛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닝 혹은 틸팅 작동 중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치면, 유닛은

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 111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유닛을 물에서 멀리 보관합니다.
물과의 모든 직접적인 접촉을 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닛의

오기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유지 보수
유지 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유닛의 전원을 끕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표면을 닦아 냅니다. 벤젠, 페인트 씬너, 기타 휘발성 물질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고 이들 물질의 사용도 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케이스가 탈색될 수 있습니다.

 ■ 손으로 카메라 헤드를 돌리지 않도록 합니다.
손으로 카메라 헤드를 돌리면 유닛의 오기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습도와 먼지가 있는 환경에서 유닛을
사용합니다.
습도 혹은 먼지가 집중되는 환경은 내부 부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합니다.

 ■ 유닛의 폐기
유닛이 서비스 수명을 다하여 폐기할 때, 환경 보호를 위해 유닛의 

적절한 폐기를 공식 폐기업체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 이 제품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
이 제품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GPL)와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LGPL)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를 입수, 수정, 재배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MIT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BSD 라이센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 입수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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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입수한 소스 코드에 관한 질문으로 Panasonic에 문의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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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면도

• 후면 패널 뷰

무선 리모트 콘트롤(옵션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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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별매품인 무선 리모트 콘트롤(모델 번호 : AW-RM50G)을

이용하여 원격 콘트롤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기 전에 아래의 포인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유닛의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전면 패널 혹은 후면 패널)으로 향하게 하고,

이들 영역에서 10 미터의 범위 이내에서 작동합니다.

 ● 우측의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의 레이

아웃”을 참조합니다.

 ●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이 감지되는 각도가 커지면,

시그널 감지 거리는 줄어듭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이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

(전면 패널 혹은 후면 패널)의 전면의 각 위치에서 40도의 각도로

조준될 때 광센싱 감도는 약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리모트 콘트롤이 유닛의 뒤쪽에서 작동되면, 원하는 작동을 실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 유닛이 형광등, 플라즈마 모니터, 혹은 기타 동종 제품 근처에

설치되거나 유닛이 햇빛에 노출되면,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되는 유닛에 대한 빛의 효과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치와 사용에 대해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Take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이 형광등, 플라즈마 

모니터, 기타 동종 제품 혹은 태양의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형광등, 플라즈마 모니터, 기타 동종 제품에서 유닛을 이격시켜 

설치합니다.

 ●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배터리를 제거한 후 약 10분 동안,

실행되는 작동의 선택(마지막으로 눌려진 <CAM1>, 

<CAM2>, <CAM3>, <CAM4> 버튼)은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선택은 <CAM1> 버튼이 눌려졌을 때

구성된 상태로 리셋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의 레이아웃>

<참 조>

• 아래 그림의 화살표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이 들어오는 광센싱

방향을 보여줍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

(후면 패널, 1곳)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

(전면 패널,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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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바닥 패널

1.

부품과 그 기능

카메라 유닛

17

표면 설치용 장착 브라켓

(제공 액세서리)
이 브라켓을 설치 표면에 장착하고 카메라 메인 유닛을 브라켓을

부착합니다.

2. 낙하 방지 와이어
이 와이어는 카메라 메인 유닛의 바닥 패널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장착 브라켓의 후크에 와이어의 루프 부분을 끼웁니다.

3. 카메라 본체 확보용 구멍
이 구멍은 카메라 본체의 바닥 패널에 있습니다.

4.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
광센싱 영역은 카메라 본체의 전면 패널과 후면 패널의 상단, 3곳에

있습니다.

5.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유닛의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켜집니다.

오렌지 색 : 대기 상태가 되었을 때

녹색 :  전원이 켜질 때

적색 : 유닛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녹색과 두번 깜빡임 :

전원이 켜져 있을 때,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하는 시그널이

무선 리모트 콘트롤(옵션 액세서리)에서 수신되었을 때

오렌지색과 두번 깜빡임 :

전원이 켜져 있을 때,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하지 않는

시그널이 무선 리모트 콘트롤(옵션 액세서리)에서 

수신되었을 때

6. 카메라 헤드
상하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7. 틸트 헤드
좌우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8. Tally 램프
Tally 램프 사용 설정으로 “On”이 선택되었을 때만, 콘트롤러의

콘트롤에 반응하여 켜지거나 꺼집니다.

 
9. RS-422 커넥터 <RS-422>

이 RS-422 커넥터(RJ45)는 외부 디바이스에서 유닛에 시리얼 콘트롤이

실행될 때 연결됩니다. 이 커넥터로의 연결에는 아래 사양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Tally 램프는 GND(pin 1)으로 TALLY 시그널(pin 2)가 쇼트되면

켜집니다.

<참 조>

• TALLY 시그널 핀에 전압을 걸지 않도록 합니다.

 LAN 케이블*   (카테고리 5이상, 스트레이트 케이블), 최대 1000미터1

*1 STP(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Pin

No.
시그널

Pin

No.
시그널

1 GND 5 TXD+

2 TALLY 6 RXD+

3 RXD– 7 ―

4 TXD–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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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과 그 기능(계속)  

10. RS-232C 커넥터 <RS-232C IN/OUT>
RS-232C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RS-232C  IN/OUT 
커넥터 외관

12

345

678

Mini Din 8-pin(JST)

RS-232C  IN RS-232C  OUT
Pin

No.
시그널

Pin

No.
시그널

1 DTR_IN 1 DTR_OUT

2 DSR_IN 2 DSR_OUT

3 TXD_IN 3 TXD_OUT

4 GND 4 GND

5 RXD_IN 5 RXD_OUT

6 GND 6 GND

7 IR  OUT R 7 NC

8 IR  OUT L 8 NC

<참 조>

• 시리얼 데이터의 극성(+/-)은 연결되는 디바이스의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IP 콘트롤용 LAN 커넥터 <LINK/ACT>
외부 디바이스에서 유닛에 IP 콘트롤을 실행할 때 이 LAN 커넥터(RJ45)로

연결됩니다. 

이 커넥터로 연결은 아래 사양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PoE+ 이더넷 허브를 사용할 때

LAN 케이블*   (카테고리 5 이상, 스트레이트 케이블) 1

최대 100 미터. 
PoE+ 이더넷 허브를 사용하지 않을 때

LAN 케이블*   (카테고리 5 이상, 스트레이트 케이블)1

최대 100미터.

*1 STP(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12. HDMI 커넥터 <HDMI>
HDMI 비디오 출력 커넥터입니다.

13. 도난 방지 와이어 장착 구멍
도난 방지 와이어 브라켓(전문점에서 구입 가능)은 여기에 

부착합니다.

14. G/L IN 커넥터  <G/L IN>
외부 sync 입력 커넥터입니다.

이 유닛은 BBS(Black Burst Sync)와 Tri-level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이 커넥터에 설정된 비디어 시그널 포맷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공급합니다.

포맷
외부 sync 시그널 입력 포맷

BBS Tri-level sync 
1080/59.94p

1080/29.97p

1080/23.98p

1080/59.94i 

1080/29.97PsF

1080/23.98PsF

720/59.94p

480/59.94p(i)

480/59.94i

480/59.94i

480/59.94i

480/59.94i 
480/59.94i

―

480/59.94i

480/59.94i

1080/59.94i

―

1080/59.94i

1080/59.94i

1080/59.94i

1080/23.98PsF

720/59.94p

―

1080/50p

1080/25p

1080/50i

1080/25PsF

720/50p

576/50p(i)

576/50i

576/50i

576/50i

576/50i

576/50i

576/50i

1080/50i

―

1080/50i

1080/50i

720/50p

―

<참 조>

• 서브 캐리어로 잠금은 BBS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5. VIDEO OUT 커넥터 <VIDEO OUT>
이는 카메라의 컴포지트 비디오 시그널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출력

커넥터입니다.

내부 동기화 모드에서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연결 케이블로 BNC 동축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720p일 때 120H(HD 라인)에 의해 그리고 다른 용도로 90H

(HD 라인)에 의해 출력되는 VIDEO OUT 시그널에 지연이 있습니다.

16. 케이블 커버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구멍
케이블 커버를 고정하는 데 제공된 나사를 사용합니다.

SDI OUT 커넥터 <SDI OUT>
SDI 비디오 시그널 출력 커넥터입니다.

18. DC IN 커넥터 <      IN                  >   
유닛과 같이 제공된 AC 어댑터를 이 커넥터예 연결하여 유닛에 DC 12V

전압을 공급합니다.

19. 케이블 클램프
DC IN 커넥터로의 케이블 연결을 지지하는 데 사용되고 분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0. IR ID 스위치 <IR ID>

CAM1 CAM2 CAM3 CAM4

무선 리모트 콘트롤(옵션 액세서리)의 ID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CAM1” - “CAM4”의 IR ID 스위치 설정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 버튼에 해당합니다.

21. 케이블 커버 탭용 사각 구멍(x 2)
케이블 커버의 양 측면의 탭은 이 구멍에 들어 맞습니다.

22. AUDIO IN 커넥터 <AUDIO IN>
외부 오디오(마이크로폰, 라인)를 입력합니다.

23. 접지 커넥터
접지를 위해 벽면 콘센트, 그라운드 바 등에 접지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접지에 관한 참조”(→ 7 페이지)

24. 삼각대 나사 구멍

(나사 : 1/4-20 UNC, ISO 1222(6.35mm))
유닛을 삼각대 등에 고정할 때 이 나사 구멍을 사용합니다.

25. 서비스 스위치

SW1

ON

OFF

SW2 SW3 SW4 SW5 SW6 SW7 SW8

기능 OFF ON 초기  
설정

SW1 카메라 주소 
설정  
(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SW1 - SW3에 대한 설명을
참조합니다.

OFF

SW2 OFF

SW3 OFF

SW4 커뮤니케이션  
포맷

Panasonic 
고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OFF

SW5 항상 OFF (초기 설정 조정에 사용) OFF

SW6 적외선 출력 Disable Enable OFF

SW7 커뮤니케이션  
baud 레이트

9600 bps 38400 bps OFF

SW8 커뮤니케이션  
커넥터

RS-422 RS-232C OFF

<참 조>

• 유닛을 켜기 전에 스위치 설정을 실행합니다.

• 카메라 주소 설정 스위치가 AUTO로 설정된 카메라는 스위치가 1 - 7로

설정된 카메라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주소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수동 설정하는 것은 하나의 콘트롤러

에서 동시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콘트롤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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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스위치 설정

SW1 - SW3(카메라 주소 설정 스위치)

카메라 주소를 설정합니다.

정상 환경에서 AUTO로 설정합니다. 카메라가 AUTO로 설정되면,

연결된 카메라의 순서대로 콘트롤러에서의 작동에 반응하여 주소는

자동으로 카메라에 할당됩니다.

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스위치를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주소 AUTO 1 2 3 4 5 6 7

SW1 OFF ON OFF ON OFF ON OFF ON

SW2 OFF ON ON OFF OFF ON ON OFF

SW3 OFF ON ON ON ON OFF OFF OFF

SW4 (커뮤니케이션 포맷 선택 스위치)

커뮤니케이션 포맷을 선택합니다.

이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면, 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이 스위치가 OFF로 설정되면, Panasonic 전용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SW5 (유지 보수 스위치)

OFF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 설정을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SW6 (적외선 출력 스위치)

이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면, 적외선 출력이 가능합니다.

리모트 콘트롤 센서를 통해 수신된 시그널이 <RS-232C IN> 커넥터의

핀 7과 8에서 출력됩니다.

이 설정이 OFF로 설정되면 시그널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SW7 (커뮤니케이션 baud 레이트 스위치)

이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면, baud 레이트는 38400 bps입니다.

이 스위치가 OFF로 설정되면, baud 레이트는 9600 bps입니다.

SW8 (커뮤니케이션 커넥터 스위치)

이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면, RS-232C가 가능합니다.

이 스위치가 OFF로 설정되면, RS-422이 가능합니다.

 각 비디오 포맷에 대한 동시 출력 조건  

 ● SDI/HDMI/VIDEO 출력

포맷 SDI  

출력

HDMI 
출력

VIDEO  
출력

HD/SDI 1080/59.94p 9 9 9

1080/50p 9 9 9

1080/59.94i 9 9 9

1080/50i 9 9 9

1080/29.97psF 9 9

1080/25psF 9 9

1080/23.98psF 9 9

1080/29.97p* 1 9 9 9

1080/25p*1 9 9 9

1080/23.98p 9 9 9

720/59.94p 9 9 9

720/50p 9 9 9

SD/SDI 480/59.94p 9

576/50p 9

480/59.94i 9 9*2

576/50i 9 9*2

*1 네이티브 출력

*2 480/59.94i와 576/50i는 포맷 설정과 상관없이 VIDEO 출력으로

출력됩니다.

 ● IP 비디오 전송 출력(1-/멀티 채널 디스플레이)

1-채널

해상도 1920×1080 / 1280×720 / 640×360 / 320×180 / 160×90 
(non-dependent on SYS format)

프레임 
레이트

59.94Hz 1 fps/2 fps/3 fps/5 fps/6 fps/10 fps/15 fps/30 fps/ 

60 fps*1

50Hz 1 fps/2 fps/5 fps/10 fps/12.5 fps/25 fps/50fps*2

*1 H.264 전송 도중에만 60 fps이고 1920 x 1080 혹은 1280 x 720

해상도

*2 H.264 전송 도중에만 50 fps이고 1920 x 1080 혹은 1280 x 720

해상도

멀티 채널

설정 H.264 CH1 H.264 CH2 H.264  
CH3/CH4

JPEG   
CH1/CH2/

CH3*3

해상도 1920×1080

1280×720

1920×1080

1280×720

640×360

320×180

160×90

1280×720 
640×360 
320×180 
160×90

1920×1080 
1280×720 
640×360 
320×180 
160×90

프레임 
레이트

59.94Hz 60fps 5 fps

15 fps

30 fps

5 fps

15 fps

30 fps

1 fps

2 fps

3 fps

5 fps

6 fps

10 fps

15 fps

30 fps

50Hz 50 fps 5 fps

12.5 fps

25 fps

5 fps

12.5 fps

25 fps

1 fps

2 fps

5 fps

10 fps

12.5fps

25 fps

*3 JPEG CH1/CH2/CH3 에 대해 다른 해상도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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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TANDBY 버튼 <ON/STANDBY>
이 버튼을 2초간 누를 때마다, 작동은 유닛의 전원 켜짐과 대기 상태

설정 사이를 전환합니다.

2. 시그널 전송창

3. MENU 버튼 <MENU>
이 버튼을 2초간 누를 때마다, 작동은 유닛의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메뉴 나가기 사이를 전환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이 버튼을 빠르게 누르면(2초 이하),

설정 변경이 취소됩니다.

게다가, 팬과 틸트 움직임 범위 제한(리미터)은 <PRESET/LIMIT> 버튼과

팬/틸트 버튼(<▲>, <▼>, <◄>, <►>)을 작동하여 설정되고 

릴리스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리미터 설정/릴리스”(→ 11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4. CAM1 - CAM4 버튼
<CAM1><CAM2><CAM3><CAM4>
작동되는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버튼이 선택되면, 선택된 버튼에 해당되는 유닛이 작동됩니다.

selected

5. SET 버튼 <SET>
AWB A 메모리 혹은 AWB B 메모리가 화이트 밸런스 조정으로 선택되었을 

때 이 버튼이 2초간 눌려지면, 블랙 밸런스와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조정되고 선택된 메모리에 등록됩니다.

이 버튼이 2초 이하로 눌려지면, 화이트 밸런스만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MODE 버튼 <MODE>
이 버튼은 유닛에서 출력되는 비디오 시그널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눌려질 때마다, 시그널은 컬러 바 시그널과 카메라 비디오 시그널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참 조>

•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될 때 [Down CONV. Mode] 아이템에 대한 

설정은 [Squeeze]로 고정됩니다.

• [Audio]가 [On]으로 설정되고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되면, 테스트 

사운드(1 kHz)가 출력됩니다. 외부 디바이스의 불륨에 주의합니다.

7. GAIN 버튼 <OFF><LOW><HI><AUTO>
이 버튼은 게인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게인 증가는 <OFF>, <LOW>, <HI> 버튼을 사용하여 3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OW>는 9 dB로 설정이고, <HI>는 18 dB로 설정입니다.

<AUTO> 버튼이 눌려지면, AGC 기능이 활성화되고 게인은 광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AGC 기능의 최대 게인은 카메라 메뉴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프리셋 메모리 콜 버튼 <1> - <12>
이 버튼은 유닛의 프리셋 메모리 No. 1 - No. 12에 등록된 유닛의 방향과

기타 설정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고 그 설정을 다시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프리셋 메모리 No. 13 이상의 설정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불러올 수

없습니다.

the

9. PRESET/LIMIT 버튼 <PRESET/LIMIT>
이 버튼은 프리셋 메모리에 설정을 등록하거나 리미터를 설정 혹은 릴리스

하는 데 사용됩니다.

<PRESET/LIMIT> 버튼이 눌려졌을 때 프리셋 메모리 콜 버튼이 눌려지면, 

유닛의 현재 방향에 대한 정보와 기타 설정은 콜 버튼에 등록됩니다.

프리셋 메모리 콜 버튼 <1> - <12>은 유닛의 No. 1 - No. 12  프리셋

메모리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팬과 틸트 움직임 범위 제한(리미터)는 <PRESET/LIMIT> 버튼,

<MENU> 버튼, 팬/틸트 버튼(<▲>, <▼>, <◄>, <►>)의 작동으로 설정되고

릴리스됩니다.

상세 내용은 “리미터 설정/릴리스”(→ 11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10. 팬-틸트 버튼과 메뉴 작동 버튼

<▲>, <▼>, <◄>, <►>, <○>

1) 유닛의 방향을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유닛은 <▲>과 <▼> 버튼을 사용하여 상하 방향으로 틸트되고, 

<◄>과 <►> 버튼을 사용하여 좌우 방향으로 패닝됩니다.

<○> 버튼은 틸팅과 패팅 도중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 혹은 <▼>과 <◄> 혹은 <►> 버튼이 동시에 눌려지면, 유닛은

대각선으로 움직입니다.

2) 유닛이 카메라 메뉴를 디스플레이할 때 버튼은 메뉴 작동용으로  

사용됩니다.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 <▲>, <▼>(<◄>, <►>) 버튼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아이템이 서브 메뉴를 가지고 있으면, 서브 메뉴는 <○>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됩니다.

커서가 특별한 아이템으로 할당되고 <○> 버튼이 가장 낮은 레벨의 

설정 메뉴에서 눌려지면, 선택된 아이템의 설정이 깜빡입니다.

<▲>, <▼>(<◄>,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을 변경한 후 <○> 버튼이

눌려지면, 설정은 깜빡임을 멈추고, 새로운 설정이 입력됩니다.

일반 메뉴 아이템에 대한 설정은 반짝이는 상태일 때 변경되면 즉시

반영됩니다.

설정이 깜빡이는 상태에 있을 때 <MENU> 버튼이 빨리(2초 이하)

눌려지면, 변경은 취소되고, 변경 전에 선택된 설정으로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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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과 그 기능(계속)  

<참 조>

• 오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반짝일 때 변경되어도 설정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 메뉴 아이템([Scene], [Format], [Down CONV.

Mode], [Frequency])이 있습니다.

반짝임을 멈추고 입력되는 새로운 설정을 멈추는 설정이므로,   

이 아이템들은 <○> 버튼이 눌려진 후에만 반영됩니다.

• 일부 메뉴 아이템의 설정은 입력되기 전에 확인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11. FOCUS 버튼 <F> <N>
렌즈 포커스에 대해 수동 설정이 되었을 때 렌즈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커스는 <F> 버튼을 이용하여 멀리 조정하고 <N> 버튼을 이용하여

가까이 조정합니다.

12. A/FOCUS 버튼 <A/FOCUS>
렌즈 포커스를 자동으로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13. M/FOCUS 버튼 <M/FOCUS>
렌즈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실제 조정을 실행할 때 FOCUS 버튼(<F>와 <N>)이 사용됩니다.

14. OPT 버튼 <ON> <OFF>
야간 모드를 켜고/끕니다.

<참 조>

• 야간 모드에서, 비디오 출력은 흑백이 됩니다. 

게다가, 조리개는 강제로 열립니다.

• 화이트 밸런스 조정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ND 필터 스위칭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15. HOME 버튼 <HOME>
이 버튼이 2초간 눌려지면, 유닛의 방향(패닝 혹은 틸팅)은 레퍼런스

위치로 돌아갑니다.

16. ZOOM 버튼 <T> <W>
이 버튼은 렌즈 줌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줌은 <W> 버튼을 이용하여 광각으로 조정하고 <T> 버튼을 이용하여

망원으로 조정합니다.

17. FAST 버튼 <FAST>
이 버튼은 패닝, 틸팅, 줌잉, 포커싱 작동이 고속으로 실행되는 

움직임으로 속도를 변경하는데 사용됩니다.

<참 조>

• 프리셋 메모리 설정이 불려졌을 때 패닝과 틸팅에 대한 작동 속도는

카메라 메뉴의 “Preset Speed” 아이템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8. SLOW 버튼 <SLOW>
이 버튼은 패닝, 틸팅, 줌잉, 포커싱 작동이 저속으로 실행되는 

움직임으로 속도를 변경하는데 사용됩니다.

19. A/IRIS 버튼 <A/IRIS>
이 버튼은 광량에 맞춰 렌즈 자동으로 렌즈 조리개를 조정하도록

설정합니다.

20. M/IRIS 버튼 <M.IRIS>
이 버튼은 렌즈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정하도록 설정합니다.

실제 조정을 실행할 때 <IRIS +>와 <IRIS -> 버튼을 사용합니다.

21. IRIS + 버튼 <IRIS +>
이 버튼은 열린 방향에서 렌즈 조리개를 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22. IRIS - 버튼 <IRIS ->
이 버튼은 닫힌 방향에서 렌즈 조리개를 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리모트 콘트롤 ID 설정

 

 

 

IR ID 스위치 

<CAM1> - <CAM4>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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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리모트 콘트롤(옵션 액세서리)는 최대 4대의 유닛까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ID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CAM2>, <CAM3>, <CAM4>

버튼이 눌려지면 선택되는 유닛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여러 대의 유닛을 작동할 때, 각각의

콘트롤에 대해 다른 리모트 콘트롤 ID를 설정합니다.

• 하나의 유닛을 사용할 때, 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리모트 콘트롤

ID를 “CAM1”으로 설정합니다.

■ 설정 절차
유닛의 후면 패널의 IR ID 스위치를 작동하고 리모트 콘트롤 ID로

“CAM1”, “CAM2”, “CAM3”, “CAM4”를 선택합니다.(→ 18 페이지)

IR ID 스위치 설정  “CAM1” - “CAM4”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에 해당합니다.

(초기 설정은 “CAM1”입니다.)



네트워크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유닛의 설정 구성

 

1.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시작합니다.

2.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설정되는 카메라의 MAC 어드레스/IPv4 어드레스를 클릭하고

[Network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네트워크 아이템을 입력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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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유닛과 같이 제공된 CD-ROM의

“Readme.txt”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CD-ROM에 제공된 소프트웨어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EasyIPSetup.exe)
이 소프트웨어는 유닛의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 인스톨러(nwcv4SSetup.exe)
웹 브라우저에서 유닛의 IP 이미지를 보기 위해 필요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Network Camera View 4S)를 설치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합니다.

유닛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설정은 제공된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유닛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려면, 설정은 반드시 각각의 포함된

카메라에 대해 선택되어야 합니다.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설정

메뉴의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에서 유닛과 컴퓨터에 대해 별도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89 페이지)

<참 조>

• 네트워크 설정이 구성된 후, 동일한 네트워크의 다른 디바이스가 동일한

IP 주소를 갖고 있다면, 네트워크 작동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기존 IP 주소와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 하나의 카메라에 대해 동시에 여러 개의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사하게, 동시에 AW-RP50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러의 “Auto IP

setting” 작동을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IP 주소 설정이 더이상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는 전원이 켜진 후 약 20분 이상 경과했을 때

타깃 카메라의 MAC 어드레스와 IP 어드레스가 더 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91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 디스플레이 시간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Easy IP Setup 수용 기간”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는 라우터를 통한 다른 서브넷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Ver. 2. xx)의 구형 버전을 이용하여 구성된

유닛과 그 설정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참 조>

• DHCP 서버가 사용되면, 유닛에 할당된 IP 어드레스는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의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추가 카메라에 동일한 IP 어드레스가 사용되면, 추가된 카메라의

번호가 해당되는 카메라의 [IPv4 overlap] 칼럼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Access Camera] 버튼이 클릭되면, 선택된 카메라의 라이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이 유닛은 Ipv4/IPv6 전환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 조>

• DHCP 서버가 사용될 때,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의 [DNS]는

[Auto]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Save] 버튼이 클린된 후, 유닛에서 설정이 완료되는 데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AC 어댑터 혹은 LAN 케이블이 설정이 완료되기 전에

분리되면, 설정은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스텝을 반복하여 설정을 구성합니다.

• 방화벽(소프트웨어 포함)이 도입되면, 모든 UDP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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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계속) 

웹 브라우저에서 유닛의 IP 이미지를 보려면, “Network Camera View 4S”

플러그인 뷰어 소트웨어(ActiveX)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는 유닛에서 직접 혹은 제공된 CD-ROM에서 

인스톨러(nwcv4SSetup.exe)를 더블 클릭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스크린의

설명을 따릅니다.

<참 조>

• [Automatic installation of viewer software]가 구입시에 [On]으로 

설정되고, 유닛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정보 바에 메시지가 나타나면 5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최초로 컴퓨터에 라이브 스크린 [Live]를 디스플레이하면,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ActiveX)의 설치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스크린의 설명을 따라 설치를 실행합니다.

• 유닛에서 직접 설치가 컴퓨터 설정 혹은 네트워크 환경 제한으로 불가능하면,

제공된 CD-ROM의 인스톨러(nwcv4SSetup.exe)를 사용합니다.

• 설치된 후에도 스크린을 전환할 때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ActiveX) 설치

스크린이 계속 나타나면, 컴퓨터를 재시작합니다. 
• 설치된 컴퓨터에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유지 보수 스크린 [Maintenance]의 [Product info.] 탭에서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설치된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  101 페이지)

라이센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윈도우에서 [Control Panel] - 
[Programs] - [Uninstall a program]을 선택하고 “Network Camera

View 4S”를 제거합니다.



기본 촬영 작동

1. 피사체 밝기를 적절한 레벨로 설정합니다.

2. 시스템의 모든 유닛과 디바이스의 전원을 켭니다.

3. 작동한 유닛을 선택합니다.
한 대의 유닛만 사용할 때에도,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4. 촬영 모드를 선택합니다.
촬영 조건에 가장 잘 맞는 4개의 촬영 모드(Scene1, Scene2, Scene3,

Scene4)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는 사용자가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60 - 62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촬영 조건을 만족시키고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을 계속할 때, 다른 모드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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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초기 설정의 일부는 자동 설정이고 수동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 설정을 수동으로 작동하려면, 자동 설정에서 수동 설정으로 필요에 따라
 전환합니다.

설정이 이미 변경되었고 원래 설정이 복구되어야 한다면, “기본 촬영 작동에서
 문제 발생시 조치 방법”(→ 29 페이지)과 “카메라 스크린”(→ 4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전원 켜고 끄는 방법

전원 켜기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시스템에 연결된 유닛과 디바이스의 모든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 이 유닛을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오렌지색으로 켜지고, 유닛은

대기 모드로 설정됩니다.

<참 조>

• 초기 설정 조건에서, 전원이 최초로 공급될 때 유닛은 대기 모드에 있게

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오렌지색 점등)

• 유닛이 대기 모드에 있을 때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유닛은 전원이

다음에 공급될 때 대기 모드에 있게 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오렌지색 점등)

• 유닛이 Power ON 모드에 있을 때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유닛은

전원이 다음에 공급될 때 Power ON 모드에 있게 됩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오렌지색 점등)

2.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3.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ON/STANDBY>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Power ON 모드가 설정되고, 이미지가 출력되고, 콘트롤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녹색으로 켜집니다.

<참 조>

• 초기 설정 작동이 완려되는 데 유닛당 최대 30초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유닛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 : 오렌지색 점등)

4. 여러 대의 유닛을 사용하려면, 스텝 2와 3을 필요에 따라  

반복합니다.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리모트 콘트롤 ID에 일치하는 시그널이

수신되면 녹색으로 깜빡이고, 리모트 콘트롤 ID에 일치하지 않는 시그널이

수신되면 오렌지색으로 깜빡입니다.

<참 조>

• 적동이 대기 모드로 전송될 때 :

현재 줌, 포커스, 조리개 위치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전원 ON 프리셋)

• 작동이 전원 ON 모드로 전송될 때 :

줌, 포커스, 조리개는 작동이 대기 모드로 전송될 때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전원 ON 프리셋)로 조정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시판 콘트롤러를 이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전원 끄기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CAM1> - <CAM4>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2.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ON/STANDBY>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유닛이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오렌지 색으로 켜집니다.

3. 여러 대의 유닛을 사용하면, 스텝 1과 2를 필요에 따라 반복합니다.

4. 시스템에 연결된 유닛과 디바이스의 모든 전원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 이 유닛은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참 조>

• 작동이 대기 모드로 전송될 때 :

현재 줌, 포커스, 조리개 위치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전원 ON 프리셋)

• 작동이 전원 ON 모드로 전송될 때 :

줌, 포커스, 조리개는 작동이 대기 모드로 전송될 때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전원 ON 프리셋)로 조정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시판 콘트롤러를 이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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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대의 유닛이 하나의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작동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대의 유닛이 하나의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작동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에서 작동될 유닛(혹은 유닛들)을

선택합니다.

한 대의 유닛만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유닛을 선택하려면, 유닛 후면 패널의 IR ID

스위치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IR ID 스위치 설정의 상세 내용은 18 - 22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1.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누릅니다.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는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하는 시그널이 

수신되면 녹색으로 깜빡이고, 리모트 콘트롤 ID와 일치하지 않는 시그널이

수신되면 오렌지색으로 깜빡입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유닛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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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모드의 타입

촬영 조건에 가장 잘 맞는 4개의 촬영 모드(Scene 1, Scene 2, Scene 3, 

Scene 4)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는 사용자가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60 - 62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촬영 조건을 만족시키고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설정은 메뉴 작동으로 변경됩니다.

• 화이트 밸런스와 다른 조정의 결과는 촬영 모드와 별도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반드시 어떤 조정을 하기 전에 촬영 모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초기 설정의 일부는 자동 설정이고 수동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를 수동으로 작동하려면, 자동 설정에서 수동 설정으로 필요에 따라

전환합니다.

Scene1

Scene2

Scene3

Scene4
사용자가 선호하는 설정은 촬영 씬, 조명과 기타 조건과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 모드 선택 방법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2, 8

4, 6, 7
3, 5, 7

1

1.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눌러

유닛을 선택합니다.

2. <MENU>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Top Menu가 디스플레이됩니다.

   Top Menu 

 Camera      Scene: Scene1
 System
 Maintenance

3.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Camera]로 이동

시킵니다.

4. <○> 버튼을 누릅니다.
[Camera] 서브 메뉴가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Camera 

 Scene              Scene1
  Brightness
  Picture
  Matrix

 Return

5.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Scene]으로 이동

시킵니다.

6. <○> 버튼을 누릅니다.
촬영 모드가 깜빡입니다.

7. <▲> 혹은 <▼> 버튼을 눌러 사용할 촬영 모드(Scene 1, Scene 2,

Scene3, Scene4)를 선택하고 <○> 버튼을 눌러 선택을 

입력합니다.

8. <MENU> 버튼을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나옵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촬영 모드 선택(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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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 카메라 방향 변경
카메라를 좌 혹은 우로 이동(패닝) :

<◄ > 혹은 < ►>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를 상 혹은 하로 이동(틸팅) :

<▲> 혹은 <▼>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를 대각선으로 이동 :

<◄ > 혹은 < ►> 버튼과 <▲> 혹은 <▼>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카메라를 레퍼런스 위치로 되돌림 :

<HOME>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 줌 기능 사용
줌잉 인(피사체 크기가 확대됩니다) :

<ZOOM>의 <T> 버튼을 누릅니다.

줌잉 아웃(피사체의 크기가 축소됩니다) :

<ZOOM>의 <W> 버튼을 누릅니다.

 ■ 패닝/틸팅과 렌즈 작동 속도 변경
고속에서 방향 혹은 줌 변경 :

<FAST> 버튼을 누릅니다.

저속에서 방향 혹은 줌 변경 :

<SLOW> 버튼을 누릅니다.

팬, 틸트, 줌, 포커스, 조리개가 콘트롤되는 속도가 전환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 카메라 방향 변경
카메라를 좌 혹은 우로 이동(패닝) :

<PAN/TILT> 레버를 L 혹은 R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를 상 혹은 하로 이동(틸팅) :

<PAN/TILT> 레버를 UP 혹은 DOWN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를 대각선으로 이동 :

<PAN/TILT> 레버를 대각선으로 기울입니다.

 ■ 줌 기능 사용
줌잉 인(피사체 크기가 확대됩니다) :

<ZOOM> 레버를 TELE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줌잉 아웃(피사체 크기가 축소됩니다) :

<ZOOM> 레버를 WIDE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 패닝/틸팅과 렌즈 작동 속도 변경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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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제시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해결”(→ 112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유닛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 작동하려는 유닛을 선택하기 위해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누릅니다.

한대의 유닛만 사용한다면, 보통 <CAM1>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 IR ID 스위치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18 페이지, 22 페이지)

• 유닛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꺼지거나 오렌지색으로 켜지면, 유닛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원 켜기”(→ 25 페이지)를 참조하여 전원을 켭니다.

• 무선 리모트 콘트롤이 유닛의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 

근처에서 작동해도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깜빡이지 않으면,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배터리가 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여러 개의 컬러 밴드(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MODE> 버튼을 눌러 카메라 이미지로 전환합니다.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MENU> 버튼을 2초간 눌러 카메라 메뉴에서 나옵니다.

렌즈 포커스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A/FOCUS> 버튼을 눌러 자동 포커싱으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픽쳐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습니다.
• <A/IRIS>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 조정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GAIN>의 <AUTO> 버튼을 눌러 게인 조정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픽쳐의 컬러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조정(ATW)”(→ 33 페이지)을 참조하여 “ATW”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재시작한 후 1분 이내로 어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면,

메뉴는 모든 출력에서 디스플레이됩니다.

카메라 메뉴 [Others 3/4] 스크린에서 [OSD Mix](→ 57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유닛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작동하려는 유닛을 선택합니다.

AW-RP50, AW-RP120, AK-HRP200을 이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꺼지거나 오렌지색으로 켜지면, 유닛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원 켜기”(→ 25 페이지)를 참조하여 전원을 켭니다.

여러 개의 컬러 밴드(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BARS> 버튼을 눌러 카메라 이미지로 전환합니다.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CAMERA OSD> 버튼을 눌러 카메라 메뉴에서 나옵니다.

렌즈 포커스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FOCUS>의 <AUTO> 버튼을 눌러 자동 포커싱으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픽쳐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습니다.
• IRIS의 <AUTO>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 조정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 GAIN의 <AUTO> 버튼을 눌러 게인 조정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픽쳐의 컬러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트래킹 화이트 조정(ATW)”(→ 33 페이지)을 참조하여 “ATW”로

 

전환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기본 촬영 작동에서 문제 발생시 조치 방법

고급 작동

수동 촬영(→ 30 페이지)
• 수동으로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 수동으로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 수동으로 셔터 속도를 조정합니다.

• 수동으로 게인을 조정합니다.

프리셋 메모리(→ 31 페이지)
• 카메라 방향(패닝과 틸팅), 줌, 포커스, 조리개, 게인 업,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최대 100개의 설정이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될 수 있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 등록되고 불러올 수 있는 설정의 수량은 작동에 사용되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12 설정) 혹은 콘트롤러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 32 - 33 페이지)
• 이 조정은 화이트를 정밀하게 표현할 때 실행됩니다. 그 설정은 전체 

스크린의 컬러 톤에 영향을 미칩니다.

• 최초로 유닛을 사용할 때 혹은 오랫동안 유닛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조명 조건 혹은 밝기가 변경되면 조정을 실행합니다.

• 화이트 밸런스가 조정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유닛을 사용할 때 더 이상의

조정은 필요없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 조정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블랙 밸런스 조정(→ 34 페이지)
• 이 조정은 블랙을 정밀하게 표현할 때 실행됩니다. 그 설정은 전체 

스크린의 컬러 톤에 영향을 미칩니다.

• 최초로 유닛을 사용할 때 혹은 오랫동안 유닛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주변 온도가 심각하게 변경되고 계절이 변경될 때 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 블랙 밸런스가 조정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유닛을 사용할 때 더 이상의

조정은 필요없습니다.

블랙 레벨(마스터 페데스털) 조정(→ 35 페이지)
• 이 조정은 여러 대의 카메라의 블랙 레벨(페데스털 레벨)을 정렬할 때

실행됩니다.

• 이 조정의 실행에 대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Genlock 조정(→ 36 페이지)
• 여러 대의 카메라가 사용되거나 유닛이 다른 디바이스와 같이 사용될 때

외부 동기화(genlock)을 적용하여 페이스 정렬을 할 때 이 조정이 

실행됩니다.

• 이 조정의 실행에 대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29

카메라를 재시작한 후 1분 이내로 어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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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합니다.



수동으로 포커스 조정

렌즈 포커스는 수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M/FOCUS> 버튼을 눌러 포커스를 수동 조정으로 

전환합니다.

2. <FOCUS>의 <F> 혹은 <N>  버튼을 눌러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F> 버튼을 누르면, 포커스는 멀리 이동하고(far), 반대로 <N> 버튼을

누르면, 가깝게 이동합니다.(near)

포커싱과 다른 조정의 속도는 <FAST> 혹은 <SLOW> 버튼을 각각 눌러

빠르거나 느리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A/FOCUS> 버튼을 눌러 포커스를 자동 조정으로

전환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참 조>

• 포커스가 수동으로 설정되었을 때, 피사체는 패닝, 틸팅, 줌잉 도중 포커스

아웃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닛은 이를 보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Focus ADJ With PTZ.)

이 기능은 초기 설정에서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줌잉 혹은 포커스를 자동으로 설정한 후 
필요에 따라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 56, 82, 85 페이지)

수동으로 조리개 조정

렌즈 조리개는 수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M/IRIS> 버튼을 눌러 조리개를 수동 조정으로 전환합니다.

2. <IRIS +> 혹은 <IRIS –> 버튼을 이용하여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IRIS +>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를 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반대로

<IRIS ->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를 닫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조리개와 다른 조정의 속도는 <FAST> 혹은 <SLOW> 버튼을 각각 눌러 

빠르거나 느리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시, <A/IRIS> 버튼을 눌러 조리개를 자동 조정 모드로

되돌립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참 조>

• 야간 모드에서, 조리개는 비디오 스파잉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원에서 밝기를 조정합니다.

수동으로 셔터 속도 조정

셔터 속도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1/250초 같은 시간이 지정되는 곳)을 지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싱크로 스캔, 60.15Hz 등이 지정되는 곳)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TV 스크린이나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을 촬영할 때, 스크린이 촬영될 때

수평 스크린이 생성되는 것은 싱크로 스캔을 이용하여 스크린 주파수로 

주파수를 조정하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카메라 메뉴에서 조정을 실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Shutter Mode](→ 47 페이지)와 [Step/Synchro]

(→ 4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절차는 “기본 설정 작동”의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37 - 45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수동으로 게인 조정

게인을 조정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의 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 스크린 [Setup]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게인은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 스크린 [Setup]을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게인”((→ 48, 7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참 조>

• 게인을 조정할 때, 광량이 갑자기 변할 수 있습니다.

(충격이 되는 이미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GAIN> 버튼(<OFF>, <LOW>, <HI>) 중 하나를 누릅니다. 

이 버튼은 세 단계로 선택되어 게인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LOW> 버튼은 9 dB을 선택할 때 사용되고, <HI> 버튼은 18 dB를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2. 필요시, 자동 조정(AGC)으로 게인을 복구하려면 <Gain>의 

[AUTO] 버튼을 누릅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를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자동 조정의 최대 게인(AGC)는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 스크린 

[Setup]으로설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AGC Max Gain”(→ 48, 7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수동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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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닛은 카메라 방향(패닝과 틸팅), 줌, 포커스, 조리개, 게인,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최대 100개의 설정을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할 수 있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되고 불러올 수 있는 설정의 숫자는 작동에 사용되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의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 포커스와 조리개 작동 모드(수동과 자동 설정)는 등록되지도 않고

불러올 수도 없습니다. 

현재 포커스와 조리개 값이 등록됩니다.

• 포커스와 조리개 값은 수동 설정이 이용 가능할 때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 현재 화이트 밸런스 모드 조정 값이 등록됩니다.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었을 때 프리셋 값을 불러오면, 

프리셋으로 등록되었을 때 선택된 조정값을 불러옵니다.

R Gain과 B Gain 값은 그런 경우 0으로 돌아갑니다.

<참 조>

• 등록된 시간과 설정을 불러온 시간 사이에 환경 온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면, 프리셋 위치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동이 발생하면, 등록을 다시 실행합니다.

• 프리셋 리콜 도중 팬, 틸트, 줌, 포커스, 조리개에 대해 수동 작동이

실행되면, 해당 팬, 틸트, 줌, 포커스 조리개 작동에 대한 프리셋 작동이

취소됩니다.

• 프리셋 리콜을 진행하는 도중 다른 프리셋을 불러오면, 진행하던 

프리셋은 취소되고, 마지막으로 불러온 프리셋에 대한 작동이 대신

실행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12개의 설정(프리셋 No. 1 - No. 12)은

등록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1> - <12> 버튼은 유닛의 프리셋 메모리 No. 1 - No. 12에 해당합니다.

 ■ 프리셋 메모리에 설정 등록
1. 모니터에 촬영된 픽쳐를 디스플레이합니다.

팬, 틸트, 줌 버튼을 작동하여 카메라 각도를 결정합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포커스, 조리개, 게인,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2.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프리셋 메모리 번호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 이미 등록된 설정이 있는 프리셋 메모리 버튼이 선택되면, 기존 설정은

지워지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됩니다.

 ■ 프리셋 메모리의 설정 불러오기
1. 프리셋 메모리 설정이 등록되어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혹은 AW-RP120을 사용할 때

최대 100개의 입력을 등록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AK-HRP200을 사용할 때

프리셋 메모리를 등록하거나 불러올 수 없습니다.

프리셋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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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색(RGB)의 비율을 조정하여 화이트를 정밀하게 재생성합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화이트가 부실하게 재생성될 뿐만

아니라, 스크린의 컬러 톤도 전체적으로 나빠집니다.  

• 최초로 유닛을 사용하거나 오랜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조정을

실행합니다.

• 조명 조건 혹은 밝기가 변경되면 조정을 실행합니다.

콘트롤러의 <AWB> 버튼이 눌려졌을 때 자동 조정을 시작하는 AWB

(automatic white balance adjustment) 혹은 화이트 밸런스를 계속

조정하는 ATW(automatic tracking white balance adjustment)는

조정 목적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용으로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었을 때, 

AWB 조정의 결과는 A와 B 두 개의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 값이 조정되면, 카메라 메뉴 혹은 웹 설정 스크린 [Setup]

을 이용하여 선택하거나 값이 설정되었을 때 구성된 콘트롤러와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하려고 제공되는 콘트롤러의 버튼을 눌러서 간단히

완료됩니다.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새로운 설정이 입력되면, 이전 설정은 지워집니다.

• 화이트 밸런스 조정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촬영 조건에 해당하는 설정을 저장하기 위해 두 개의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자동 조정(AWB : AWB A 혹은 AWB B)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화이트 피사체(흰 벽이나 손수건)를 스크린이 꽉 차도록

촬영합니다.
• 반짝이거나 매우 밝은 물체를 촬영하지 않도록 합니다.

• 스텝 2에서 8은 [AWB A] 혹은 [AWB B] 메모리를 선택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선택이 이미 되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촬영 모드(씬 파일) 선택”의 절차에 따라 촬영 모드로

[Scene1], [Scene2], [Scene3], [Scene4]를 선택합니다.

(→ page 27)

    Camera 

 Scene              Scene1
  Brightness
  Picture
  Matrix

 Return

3.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Picture]로

이동시킵니다.

4. <○> 버튼을 누릅니다.
[Picture 1/3]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Picture 1/3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AWB A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 Pedestal             0
  B Pedestal             0

 Return

5.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White Balance

Mode]로 이동시킵니다.

6. <○> 버튼을 누릅니다.
[White Balance Mode]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7. <▲> 혹은 <▼> 버튼을 눌러 사용하는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AWB A] 혹은 [AWB B]로 변경하고, <○> 버튼을 눌러 

선택을 입력합니다.

8. <MENU> 버튼을 약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나갑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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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T>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과 자동 블랙 밸런스 조정(ABB)이

실행되고, 화이트 밸런스 설정이 입력됩니다.

• [OSD Status](→ 57 페이지) 설정으로 [On]이 선택되면,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AWB OK” 메시지가 

스크린의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블랙 밸런스 조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스크린의 가운데에

“ABB OK”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AWB OK

<참 조>

• 블랙 밸런스가 동시에 설정됩니다.

이 설정이 되면, 렌즈는 닫히고 조정은 실행되어 스크린이 일시적으로

블랙으로 됩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이 실행되면, <SET> 버튼이 눌려졌는지

혹은 2초 이상 누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조정은 실행될 수 없습니다.

<MODE> 버튼을 눌러 카메라 이미지로 전환합니다.

• 조정이 실패하면, “OUTRANGE NG”, “HIGH LIGHT NG”, “LOW LIGHT 

NG”, “ATW NG”같은 에러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참 조>

• 피사체의 조명이 너무 약하면 화이트 밸런스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 유닛이 내장 메모리를 갖고 있으므로, 전원이 꺼지더라도 설정된 화이트

밸런스는 메모리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사체의 색 온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화이트 밸런스를 리셋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야외로 혹은 반대로 이동했을 때와 같이 색 온도가

변경도면, 반드시 리셋해야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ATW]로 설정되면,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항상 조정이 계속되고, 광원 혹은 색 온도가 변하여도 자동으로 정정하여

완벽한 내추럴 픽쳐를 만듭니다.

이 기능은 “화이트 밸런스 조정”의 “자동 조정”(→ 32 페이지)에 대한 다음

스텝으로 [AWB A] 혹은 [AWB B] 대신 [ATW]가 선택되면 작동합니다.

<참 조>

• ATW는 매우 밝은 조명(형광 램프 등)이 스크린에 비칠 때 제대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된 씬에 흰 물체가 없으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는 햇빛과 형광 조명같이 다른 종류의 광원이 적용되면

조정 범위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200K와 5600K 프리셋

화이트 밸런스로 [3200K]와 [5600K]가 선택되면, 화이트 밸런스는

각각 3200K(할로겐 조명과 동등) 혹은 5600K(햇빛과 동등)의 색온도를

이용하여 설정됩니다.

이 기능은 “화이트 밸런스 조정”의 “자동 조정”(→ 32 페이지)에 대한 다음

스텝으로 [AWB A] 혹은 [AWB B] 대신 [3200K] 혹은 [5600K]가 

선택되면 작동합니다.

(콘트롤러에서, 이 작동은 메뉴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작동”(→ 37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VAR

화이트 밸런스로 [VAR]이 선택되면, 2000K와 15000K 사이의 색온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 조>

• 디스플레이된 [VAR] 값은 완전한 값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레퍼런스로 값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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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색(RGB)을 0 레벨로 조정하여 블랙을 정밀하게 재생성합니다.

블랙 밸런스가 조정되지 않으면, 블랙이 부실하게 재생성될 뿐만 아니라

스크린의 컬러 톤도 전체적으로 나빠집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블랙 밸런스의 재조정은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의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 최초로 유닛을 사용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조정을

실행합니다.

• 주변 온도가 계절이 변경될 때처럼 극심하게 변할 때 조정을 실행합니다.

자동 조정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절차는 “화이트 밸런스 조정”의 “자동 조정”(→ 32 페이지)의 절차와

비슷합니다.

블랙 밸런스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과 자동 블랙 밸런스 조정

(ABB)를 실행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화이트 밸런스도 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 조정에 대한 조건을 

준비하도록 설정됩니다.

•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되면 조정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MODE> 버튼을 눌러 카메라 이미지로 전환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블랙 밸런스 조정

34



유닛을 포함한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블랙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을 실행하려면 고객 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는 오실로스코프 혹은 파형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유닛과 디바이스에 맞춰 블랙 레벨을 조정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M/IRIS> 버튼을 누릅니다.
조리개를 수동 모드로 설정합니다.

2. <IRIS –> 버튼을 누릅니다.
렌즈 조리개가 조입니다.

3.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Picture]로

이동시킵니다.

4. <○> 버튼을 누릅니다.
[Picture 1/3]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Picture 1/3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AWB A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 Pedestal             0
  B Pedestal             0

 Return

5.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Pedestal]로

이동시킵니다.

     Picture 1/3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AWB A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 Pedestal             0
  B Pedestal             0

 Return

6. [Pedestal] 값이 깜빡이기 시작하도록 <○> 버튼을

누릅니다.

7. <▲> 혹은 <▼> 버튼은 눌러, [Pedestal] 값을 변경하고,

<○> 버튼을 눌러 선택을 입력합니다.
블랙 레벨과 일치하도록 값을 조정합니다.

블랙 레벨 

페데스털 값은 [R Pedestal]과 [B Pedestal] 설정(→ 49, 79 페이지)을

이용하여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MENU>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나갑니다.

9. 필요시, <A/IRIS> 버튼을 눌러 조리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을 사용할 때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블랙 레벨(마스터 페데스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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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할 때 혹은 유닛이 다른 디바이스와 같이 사용될 때,

Genlock 조정은 외부 동기화(genlock) 적용으로 페이스 정렬을 하도록  

실행됩니다.

이 유닛은 BBS(Black Burst Sync)와 tri-level sync 외부 동기화 시그널을

지원합니다.

이 조정을 실행하려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합니다.

(조정에는 듀얼 트레이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합니다.)

수평 페이스 조정

듀얼 트레이스 오실로스코프에서 외부 sync 시그널 입력(tri-level sync

시그널)의 파형과 비디오 시그널 출력을 관찰하고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수평 페이스를 정렬합니다.

외부 sync 시그널 입력

(tri-level sync 시그널)

비디오 시그널 출력

수평 페이스를 정렬합니다.

예 : tri-level sync 페이스가 조정될 때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1. “기본 설정 작동”(→ 37 페이지)의 작동 스텝에 따라

Top Menu를 디스플레이합니다.

2.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System]으로 

이동시킵니다.

   Top Menu 

 Camera      Scene: Scene1
 System
 Maintenance

3. <○> 버튼을 누릅니다.
[System]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System 

 Genlock
 Output
 Others

 Return

4.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Genlock]으로 이동시키고,

<○> 버튼을 누릅니다.
[Genlock] 서브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Genlock 

 Horizontal Phase        0
 Horizontal Phase Step   1

 Return

5.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Horizontal Phase]로

이동시키고, <○> 버튼을 누릅니다.
[Horizontal Phase] 값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6. <▲> 혹은 <▼> 버튼을 눌러 [Horizontal Phase] 값을 변경하고,

수평 페이스가 정렬되도록 값을 조정하고, <○>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스 조정의 정도는 [Horizontal Phase Step]을 이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MENU> 버튼을 약 2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나갑니다.

콘트롤러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이 작동은 “기본 설정 작동”(→ 37 - 45 페이지)의 작동 스텝에 따른 카메라 

메뉴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Genlock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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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작동

유닛 설정이 선택되면 카메라 메뉴는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모니터는 비디오 시그널 출력 커넥터로 연결됩니다.

기본 카메라 메뉴 작동은 Top Menu 아이템에서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와

서브 메뉴에서 설정 선택을 포함합니다.

일부 서브 메뉴는 더욱 상세한 설정을 실행하기 위해 메뉴 아이템이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콘트롤러가 연결되면, 메뉴 작동은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실행됩니다.

<참 조>

• 콘트롤러가 다음의 버젼인지 확인합니다.

AW-RP50 : Ver. 3.00.00 이상

AW-RP120 : Ver. 2.00.00 이상

AK-HRP200 : Ver. 4.00.00 이상

버젼이 예전 버전이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 사이트의 support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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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설명은 무선 리모트 콘트롤과 콘트롤러(AW-RP50, AW-RP120, 

AW-HRP200)을 이용하여 카메라 메뉴 아이템 설정을 변경하는 기본 

설정 작동입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실행된 스텝만 아이템을 선택하고

설정하도록 실행된 작동으로 여기에서 설명됩니다.

콘트롤러를 사용해서 실행된 작동의 상세 내용은 기본 설정 작동을

읽을 때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 대해 “콘트롤러”로 대체합니다.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무선 리모트 콘트롤과 콘트롤러 작동

카메라 메뉴 작동 무선 리모트 콘트롤
콘트롤러

AW-RP50 AW-RP120 AK-HRP200

작동할 카메라를

선택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누릅니다.
<CAMERA STATUS> 혹은 <SELECTION> 버튼을 누릅니다.

1. <SELECT>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카메라 번호 디스플레이

영역의 카메라 번호가 

깜빡입니다.

2. 켜진 <UP>과 <DOWN>

버튼을 누릅니다.

켜진 <UP>과 <DOWN>

버튼을 눌러 카메라 

번호를 선택합니다.

3.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카메라의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Top Menu 디스플레이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CAMERA OSD>를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CHARA/MENU>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아이템 선택
<◄ >, < ►>, <▲>, <▼> 버튼을

누릅니다.
<F1> 다이얼을 돌립니다. <SELECT> 다이얼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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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메뉴로 복귀
커서를 [Return]에 두고

<○> 버튼을 누릅니다.
[Return]에 커서를 두고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Return]에 커서를 두고

<SELECT> 다이얼을 누릅니다.

설정 변경

커서를 변경하려는 아이템에

두고, <○> 버튼을 눌러 설정

값을 깜빡이게 만듭니다.

<◄ >, < ►>, <▲>, <▼> 버튼을

이용하여 값을 변경하고,

<○>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1. <F1> 다이얼을 눌러 설정값을 깜빡이게 합니다.

2. <F1> 다이얼을 돌려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3. <F1> 다이얼을 눌러 설정값을 확인합니다.

(깜빡임 정지)

1. <SELECT> 다이얼을 눌러

설정값을 깜빡이게 합니다.

2. <SELECT> 다이얼을 돌려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3. <SELECT>  다이얼을 눌러

설정값을 확인합니다.

(깜빡임 정지)

설정 변경 취소

설정값이 깜빡이는 동안

<MENU>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2초 이하)

― ―

카메라 메뉴 작동 나가기
<MENU>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CAMERA OSD>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CHARA/MENU>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참 조>

• Top Menu에 디스플레이된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메뉴 작동을 실행하고 메뉴에서 나옵니다.

다른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메뉴 작동이 실행되거나 메뉴에서 나오면, 먼저 하나의 콘트롤러을 이용하여 Top Menu를 디스플레이하고 나온 후에

다른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Top Menu를 디스플레이하고 나옵니다.

• 이 유닛의 메뉴 작동에 사용되는 절차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컨버터블 카메라와 HD 통합 카메라에 사용되는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카메라의 응답 속도는 사용되는 콘트롤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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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을
실행할 때

1. <CAM1>, <CAM2>, <CAM3>, <CAM4> 버튼을 눌러 작동할

유닛을 선택합니다.

2. <MENU> 버튼을 약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Top Menu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선택할 아이템으로

이동시킵니다.
<▲> 혹은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커서가 이동합니다.

커서는 <◄ > 혹은 < ►> 버튼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아이템의 서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일부 서브 메뉴 아이템은 자체 서브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5. <▲> 혹은 <▼> 버튼을 눌러 커서를 설정하려는 아이템으로 

이동시킵니다.
<▲> 혹은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커서가 이동합니다.

커서는 <◄ > 혹은 < ►> 버튼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Return” 위치에 커서를 두고, <○> 버튼을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6. <○>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되는 아이템의 값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7. <▲> 혹은 <▼> 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설정은 <◄ > 혹은 < ►> 버튼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됩니다.

8. <○> 버튼을 누릅니다.
설정되는 아이템의 값이 입력되고 깜빡임을 멈춥니다.

9. 설정이 완료된 후, <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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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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용

CAMERA OSD : 
 이 버튼이 2초간 눌려지면, 

선택된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

되고, 카메라 출력 이미지가

오버래핑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2초간 

눌려지면, 메뉴에서

나갑니다.

F1: 돌려서 커서를 카메라 메뉴의

상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눌러서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가장 낮은

레벨에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작동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 카메라 메뉴 작동

1. 적절한 <CAMERA STATUS/SELECTION> 버튼을 눌러

작동하려는 유닛을 선택합니다.

2. AW-RP50의 <CAMERA OSD>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AW-HE130 카메라 메뉴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AW-HE130 카메라 메뉴 아이템을 선택

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상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가장 낮은

레벨에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4. 카메라 메뉴에서 나오려면, <CAMERA OSD>를 약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 주간과 야간 모드 사이 전환

1. AW-RP5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은

선택 가능해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9 (SETUP)>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SETUP]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UNCTION]을 선택하고,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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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돌립니다.
Off : 주간 모드

On : 야간 모드

 ■ 색온도 설정(COLOR TEMP)

1. AW-RP50에서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은  
선택 가능해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의 <4 (AWB/ABB)>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AWB/ABB] 메뉴가 LCD 패널에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VAR]을 선택합니다.
[VAR]이 선택되었을 때 색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최초로 카메라가

 갖고 있는 색온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아래 내용을 진행합니다.

4. <PRESET MEMORY/MENU> 영역의 <8 (CAMERA)>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GROUP] 메뉴가 나타납니다.

5. <F1> 다이얼을 돌려 [COLOR TEMP]를 선택하고,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색온도가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6. <F2> 다이얼을 돌려 색온도를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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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셋 속도 테이블 설정(PRESET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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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ESET MEMORY/MENU>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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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Slow] 혹은 [Fast]가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Slow] 혹은 [Fast]를 선택하고 나서,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 고정
(FREEZE D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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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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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Off] 혹은 [On]이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On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가 고정됩니다.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OIS)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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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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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을 선택하고 나서,<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Off] 혹은 [On]이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끕니다.

On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켭니다.

 ■ 디지털 익스텐터 설정(D. EX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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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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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XTENDER]를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Off] 혹은 [On]이 나타납니다.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끕니다.

On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켭니다.

 ■ “FREEZE DURING”, “COLOR TEMP”, 
“D.EXT”를 <USER> 버튼에 할당

프리셋 재생(FREEZE DURING), 색온도 설정(COLOR TEMP),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D. EXT)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on/off 기능을

<USER>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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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가능해 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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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FREEZE DURING”, “COLOR TEMP”,  

“D.EXT”를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FREEZE DURING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하는 기능 
COLOR TEMP : 색온도 설정

D.EXT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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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RP120 리모트 콘트롤러에서 작동

작동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

 

■

 ■ 색온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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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릅니다.
<WHITE BAL>의 <A>, <B>, <ATW> 버튼이 켜지고, 색온도 설정 모드가

가능합니다.

색온도 설정값은 이때 LCD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2. <F1> 다이얼을 돌려 색온도를 변경합니다.
<WHITE BAL>의 <A>, <B>, <ATW> 버튼을 눌러 선택된 버튼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모드는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색온도 모드에서 원래 모드로 전환됩니다.

색온도 설정을 다시 설정하려면, <EXIT> 버튼과 <WHITE BAL>의 <ATW>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 프리셋 속도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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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Slow] 혹은 [Fast]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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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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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작동용

CAMERA OSD : 
 이 버튼이 2초간 눌려지면, 

선택된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

되고, 카메라 출력 이미지가

오버래핑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2초간 

눌려지면, 메뉴에서

나갑니다.

F1: 돌려서 커서를 카메라 메뉴의

상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눌러서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가장 낮은

레벨에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

1. 적절한 <CAMERA STATUS/SELECTION> 버튼을 눌러

작동하려는 유닛을 선택합니다.

2. AW-RP120의 <CAMERA OSD>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AW-HE130 카메라 메뉴가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AW-HE130 카메라 메뉴 아이템을 선택

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상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F1> 다이얼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가장 낮은

레벨에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4. 카메라 메뉴에서 나오려면, <CAMERA OSD>를 약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주간과 야간 모드 사이 전환

1. AW-RP120의 <MENU>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이 켜지고 <PRESET MEMORY/MENU> 버튼은

선택 가능해집니다.

2. <PRESET MEMORY/MENU> 영역에서 <9 (SETUP)>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지고 LCD 패널에 [SETUP] 메뉴가 나타납니다.

3. <F1> 다이얼을 돌려 [FUNCTION]을 선택하고,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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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돌립니다.
Off : 주간 모드

On : 야간 모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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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Off] 혹은 [On]이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On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가 고정됩니다.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OIS)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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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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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1> 다이얼을 돌려 [I.S.]을 선택하고 나서,<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Off] 혹은 [On]이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끕니다.

On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 기능을 켭니다.

 ■ 디지털 익스텐더 설정(D.EXT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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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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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1> 다이얼을 돌려 [D.EXTENDER]를 선택하고 나서,

<F1> 다이얼을 누릅니다.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Off] 혹은 [On]이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Off] 혹은 [On]을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Off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끕니다.

On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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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이 LCD 패널의 우측 하단(F2 영역)에

나타납니다.

4. <F2> 다이얼을 돌려 “FREEZE DURING”, “COLOR TEMP”,  

“D.EXT”를 선택하고 <F2> 다이얼을 누릅니다.
FREEZE DURING : 현재 프리셋 재생 이미지를 고정하는 기능  
COLOR TEMP : 색온도 설정

D.EXT :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

<참 조>

• [FOCUS] 표시가 일부 경우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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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ZE DURING”, “COLOR TEMP”, 
“D.EXT”를 <USER> 버튼에 할당

프리셋 재생(FREEZE DURING), 색온도 설정(COLOR TEMP),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D. EXT)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on/off 기능을

<USER>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AK-HRP200 리모트 작동 패널에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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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

UP+DOWN
작동될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1.  <SELECT>를 2초간 누릅니다.

카메라 번호 디스플레이 영역의

카메라 번호가 깜빡입니다.

2. 켜진 <DATA SET> 버튼을 누릅니다.

(<UP>과 <DWON>)

켜진 <DATA SET> 버튼(<UP>과

<DOWN>)을 눌러 카메라 번호를

선택합니다.

3.  <SELECT>(카메라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된 카메라의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메뉴 작동용

<CHARA/MENU> 버튼이 2초간 

눌려지면, 선택된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 출력 이미지가  
오버래핑됩니다. 

카메라 메뉴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동안, 
2초간 눌려지면, 메뉴에서 나갑니다.

SELECT :

이 다이얼을 돌려서 카메라 메뉴에서

커서를 상하로 움직이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이 다이얼을 눌러서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가장 낮은  
레벨에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 카메라 메뉴 작동

1. AK-HRP200의 <CHARA/MENU>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AW-HE130 카메라 메뉴가 모니터에 나타닙니다.

2. <SELECT> 다이얼을 돌려 AW-HE130 카메라 메뉴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SELECT> 다이얼을 돌려 커서를 상하로 이동하거나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SELECT> 다이얼을 눌러 메뉴 아이템의 다음 레벨로 이동하거나

가장 낮은 레벨에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3. 카메라 메뉴에서 나오려면, <CHARA/MENU> 버튼을 2초간

누른 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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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작동은 AK-HRP200 리모트 작동 패널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작동에 관한 상세 내용은 AK-HRP200 사용 설명서 <기초>를 참조합니다.

콘트롤/디스플레이 컴포넌트 라벨 AW-HE130 비고

1 카메라 전원 스위치 HEAD POWER 지원

2 VF 전원 스위치 VF  POWER ―

3 컬러 바 시그널 출력 스위치 BARS/TEST
일부 제한 

지원
TEST_ON으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4 자동 화이트 밸런스 스위치 AUTO WHITE 지원
AWB/ABB 받은 후 작동 상태는 최소  
2초간 지속됩니다.

5 자동 블랙 밸런스 스위치 AUTO BLACK 지원
AWB/ABB 받은 후 작동 상태는 최소  
2초간 지속됩니다.

6 자동 설정 스위치 AUTO SETUP ―

7 560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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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12
셔터 ON/OFF 스위치

STEP/SYNC
SHUTTER  ON STEP/SYNC

일부 제한 

지원

셔터값은 SYNC에서 전송 도중 고정됩니다.  
(No. 36 참조)

13 Scene/user file 선택 스위치 SCENE/USER  FILE  SHIFT ―

14 Scene/user file 1 스위치 SCENE/USER  FILE1 지원

15 Scene/user file 2 스위치 SCENE/USER  FILE2 지원

16 Scene/user file 3 스위치 SCENE/USER  FILE3 지원

17 Scene file 4 스위치 SCENE  FILE  4 지원

18 Scene/user file storage 스위치 SCENE/USER  FILE  STORE ―

19 볼륨 잠금 스위치 VOL LOCK 지원

20 R 게인 볼륨 GAIN R 지원

21 B 게인 볼륨 GAIN B 지원

22 R 플레어/페데스털 볼륨 FLARE/PED
PED : 지원

FLR : ―

23 B 플레어/페데스털 볼륨 FLARE/PED
PED : 지원

FLR : ―

24 DTL 볼륨 DTL ―

25 데이터 설정(up) DATA SET  UP 지원

26 데이터 설정(down) DATA SET  DOWN 지원

27 조정값 디스플레이 None 지원

28 IRIS 디스플레이 IRIS
일부 제한 

지원

작동은 지원되지만, IRIS 값은 

디스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29 ND/CC 디스플레이 선택 스위치

DISPLAY  SELECT
일부 제한  

지원

ZOOM/FOCUS MODE 전환용으로

사용됩니다.

ND/CC
ND/ZOOM/FOCUS MODE 전환용으로 

사용됩니다.

30 ND 디스플레이 ND 지원

31 CC 디스플레이 CC ―

32
M.GAIN/M.PED 디스플레이 DISPLAY  SELECT

지원
선택 스위치 M.GAIN/M.PED

33 M.GAIN 디스플레이 M.GAIN 지원

34 M.PED 디스플레이 M.PED 지원

35
SHUTTER 디스플레이 선택 DISPLAY  SELECT

지원
스위치 SHUTTER

36 SHUTTER 디스플레이 SHT
일부 제한  

지원

셔터값은 SYNC에서 전송되는 도중  
고정됩니다.

• 59.94p, 59.94i 용 : 1/100

• 29.97p 용 : 1/120

• 23.98p 용 : 1/120

• 50p, 50i 용 : 1/120

• 25p 용 : 1/120

37 SYNC 디스플레이 SYNC
일부 제한 

지원

7SEG에 대한 디스플레이는 SYNC 도중에는 
“---”이 됩니다.

38 카메라 번호 디스플레이 CAM No. 지원

39 카메라 번호 tens 디스플레이 10-19 지원

40 카메라 선택 스위치 CAM SEL 지원

41 메뉴 / 글자 스위치
CHARA

MENU ON/OFF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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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디스플레이 컴포넌트 라벨 AW-HE130 비고

42 로터리 선택 스위치 SELECT 지원

MENU ON일 때만 가능합니다.

ZOOM이 선택되면, FOCUS 조정이

선택 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FOCUS가 선택되면, ZOOM 조정이

선택 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43 적/녹 tally 디스플레이, 콜 스위치 TALLY/CALL
일부 제한

지원
CALL이 불가능합니다.

44 알람 디스플레이 ALARM ―

45 옵티컬 알람 디스플레이 OPT ―

46 조리개/마스터 페데스털 잠금 IRIS/M.PED  LOCK 지원

47 조리개 레버 IRIS  (↑↓)
일부 제한

지원

IRIS 값은 7SEG용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없습니다.

48 마스터 페데스털 볼륨 M.PED (← →) 지원

49 프리뷰 스위치 PUSH  PREVIEW ―

50 페이더 풀 스위치 FADER  FULL ―

51 자동 조리개 스위치 AUTO 지원

52 조리개 닫힘 스위치 CLOSE ―

53 센스 볼륨 SENSE
일부 제한

지원

ZOOM/FOCUS SPEED 조정용으로

사용됩니다.

54 코스 볼륨 COARSE ―

55 렌즈 익스텐더 디스플레이 EXT ―

56 디지털 익스텐더 디스플레이 D.EXT
디지털 익스텐더가  
가능할 때 켜집니다.

57 SD 카드 액세스 디스플레이 SD CARD 지원

63 줌 지원
ZOOM이 선택되면, FOCUS 조정이

선택 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64 포커스 지원
FOCUS가 선택되면, ZOOM 조정이

선택다이얼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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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카메라 메뉴 아이템 설정

카메라 메뉴는 유닛의 설정이 선택되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모니터는 비디오 시그널 출력 커넥터로 연결됩니다.

기본 카메라 메뉴 작동은 Top Menu 아이템의 서브 메뉴 디스플레이와

서브 메뉴에서 설정 선택을 포함합니다.

일부 서브 메뉴는 더욱 상세한 설정의 실행에 대한 메뉴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를 디스플레이하고 무선 리모트 콘트롤 혹은 콘트롤러(AW-RP50,

AW-RP120, AK-HRP200)를 이용한 아이템을 변경하는 “기본 설정 작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37 - 4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메뉴 타이틀의 “     ”와 “     ” 마크는 현재 디스플레이된 메뉴의 계층 레벨을

표시합니다.

 “                                       ”과 “                                       ”이 두번째 계층 레벨이

현재 디스플레이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                                       ”는 첫번째
 계층 레벨을 나타냅니다.

“     ” 마크가 있는 메뉴 아이템은 scene by scene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나타내고, “     ” 마크가 있는 메뉴 아이템은 씬과 관련없이 하나의 카메라에

같이 저장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초기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카메라 메뉴 아이템 표”(→ 6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상단 메뉴 (Top Menu) 스크린

   Top Menu 

 Camera      Scene: Scene1
 System
 Maintenance

Camera
이를 선택하여 카메라 이미지와 관련된 카메라 메뉴를 엽니다.

System
이를 선택하여 genlock(외부 동기화) 페이스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메뉴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카메라 출력 이미지 설정을 구성합니다.  

Maintenance
이를 선택하여 카메라의 펌웨어 버젼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유지 보수

메뉴를 디스플레이하거나 그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참 조>

• Top Menu는 [Return] 설정이 없습니다.

메뉴 스크린을 닫으려면, 콘트롤러를 사용하여 메뉴 스크린을 닫는 작동을

실행합니다. 

상세 내용은 “기본 설정 작동”(→ 37 - 45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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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스크린

이 메뉴는 카메라 이미지 설정용으로 사용됩니다.

    Camera 

 Scene              Scene1
  Brightness
  Picture
  Matrix

 Return

Scene [Scene1, Scene2, Scene3, Scene4]
이 선택은 촬영 상황에 일치하는 촬영 모드입니다.

일반적인 촬영 조건과 사용자 기호에 가장 적합한 모드를 선택합니다.

Scene1, Scene2, Scene3, Scene4 :

이 모드에서, 상세한 설정과 조정은 일반적인 촬영 조건과 사용자

기호에 맞도록 수동으로 설정됩니다.

Brightness
이 메뉴 아이템은 이미지의 밝기를 설정하는 Brightness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두 개의 스크린(Brightness 1/2, Brightness 2/2)이 밝기 조정 

메뉴로 제공됩니다.

Picture
이 메뉴 아이템은 픽쳐 퀄리티를 조정하는 Pictur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세 개의 스크린(Picture 1/3, Picture 2/3, Picture 3/3)이 픽쳐 퀄리티

조정 메뉴로 제공됩니다.

Matrix
이 메뉴 아이템은 컬러 매트릭스를 설정하는 Matrix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5개의 스크린(Matrix 1/5, Matrix 2/5, Matrix 3/5, Matrix 4/5,

Matrix 5/5)이 컬러 매트릭스 조정 메뉴로 제공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Brightness 1/2 스크린

이 메뉴 아이템은 픽쳐의 밝기를 설정하는 데 선택됩니다.

     Brightness 1/2 

 Picture Level           0
 Iris Mode            Auto
 Shutter Mode          Off
  Step/Synchro        ----
 Gain                  0dB
  AGC Max Gain        18dB
 Frame Mix            ----
 ND Filter         Through

 Return

Picture Level [–50 to +50]
이 메뉴 아이템은 자동 노출 보정용 타깃 픽쳐 레벨을 설정하는 데  
선택됩니다.

그 설정은 [Auto] 혹은 [ELC]가 다음의 자동 노출 보정의 어떠한 기능에 
대한 설정으로 선택될 때 효과가 있습니다.

• [Iris Mode]가 [Auto]로 설정될 때

• [Shutter Mode]가 [ELC]로 설정될 때

• [Gain]이 [Auto]로 설정될 때

Iris Mode [Manual, Auto]
이 메뉴 아이템은 조리개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조정될지 여부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동 조리개는 수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Picture Level]을 사용하여 설정된 타깃 레벨에 도달되도록

자동 노출 보정이 실행됩니다.

<참 조>

• [Frame Mix]가 [18dB] - [24dB]로 설정될 때 [Iris Mode]는 [Auto]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Shutter Mode [Off, Step, Synchro, ELC]
카메라 셔터 속도용으로 선택합니다.

Off 셔터가 OFF로 설정됩니다.

Step 스텝 셔터가 설정됩니다.(스템은 변경 가능합니다.)

Synchro 싱크로 셔터가 설정됩니다.

(설정은 연속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ELC 전자 셔터는 콘트롤 되고 광량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Step/Synchro
[Shutter Mode] 설정으로 선택된 모드에서 셔터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더 높은 셔터 속도가 선택되면, 빨리 이동하는 피사체는 쉽게 희미해지지

않지만 이미지는 더 어두워집니다.

설정할 수 있는 셔터 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닛의 주파수로 59.94Hz가 설정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tep]이 선택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선택되었을 때

59.94p/  
59.94i 용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1/10000

60.15Hz - 642.21Hz

(255 steps)

29.97p 용 1/30, 1/60, 1/120,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23.98p 용 1/24, 1/60, 1/120,1/250,

1/500, 1/1000, 1 /2000,

1/4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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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의 주파수로 50Hz가 설정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tep]이 선택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선택되었을 때

 50p/50i용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50.15Hz - 535.71Hz

(255 steps)

 25p용 1/25, 1/60, 1/120,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참 조>

• 29.97P, 23.98P, 25P 모드에서 [Shutter Mode]가 [Off]로 설정되면,

셔터 속도는 [1/50]으로 설정됩니다.

Gain [Auto, 0dB to 36dB]
이미지 게인이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너무 어두운 곳에서, 게인을 위로 조정하고, 반대로 너무 밝은 곳에서는  
게인을 아래로 조정합니다.

[Auto]가 설정되면, 광량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게인이 증가하면 노이즈가 증가합니다.

<참 조>

• [Frame Mix]가 [18 dB] - [24 dB]로 설정되면 [Gain]은 [Auto]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AGC Max Gain [6dB, 12dB, 18dB]
[Gain]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면, 최대 게인업 양을 설정할 수

았습니다.

Frame Mix [Off, 6dB, 12dB, 18dB, 24dB]
프레임 추가(센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게인업) 양을 선택합니다.

프레임 추가가 실행되면, 이미지는 일부 프레임을 놓친 것처럼

나타납니다.

포맷이 1080/29.97p, 1080/23.98p, 1080/29.97PsF, 1080/

23.98PsF, 1080/25p, 1080/25PsF일 때 설정할 수 없습니다.

[Iris Mode], [Gain], [Focus Mode]가 [Auto]로 설정되었을 때,

[Frame Mix]는 [18 dB] - [24 dB]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Frame Mix]가 [18 dB] 혹은 [24 dB]일 때, [Iris Mode]와 

[Focus Mode]는 [Manual]로 설정하고 [Gain]을 [Auto]가 아닌 

설정으로 설정합니다.)

<참 조>

• 형광등과 수은등과 같은 방전 튜브 조명에서, 밝기는 동시에 변경될 수 

있고, 컬러는 변경될 수 있고 수평 줄무늬는 이미지 상하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50Hz 파워 서플라이 주파수 지역에서 전자 셔터 속도를

1/100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60Hz 파워 서플라이 주파수 

지역에서는 OFF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ND Filter [Through, 1/8, 1/64]
렌즈 내장 ND(neutral density) 필터의 투과도를 설정합니다.

필터는 설정이 고정되면 전환됩니다.

Through ND 필터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1/8 ND 필터 투과도를 1/8로 설정합니다.

1/64 ND 필터 투과도를 1/64로 설정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Brightness 2/2 스크린

     Brightness 2/2 

 Day/Night             Day
 

 Return

Day/Night [Day, Night]
표준 촬영과 나이트 비젼 촬영(적외선으로 촬영) 사이를 전환합니다.

Day 표준 촬영(주간 모드)

Night 나이트 비젼 촬영(야간 모드)

<참 조>

• 야간 모드에서, 비디오 출력은 흑백으로 됩니다. 

게다가, 조리개는 강제로 열립니다.

• 화이트 밸런스 조정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ND 필터 전환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페데스털 조정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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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1/3 스크린

     Picture 1/3 

 Chroma Level           0%
 White Balance Mode  AWB A
  Color Temperature  3200K
  R Gain                 0
  B Gain                 0
 Pedestal                0
  R Pedestal             0
  B Pedestal             0

 Return

Chroma Level [OFF, -99% to 40%]

이미지의 컬러 농도(크로마 레벨)를 여기에서 설정합니다.

White Balance Mode

[ATW, AWB A, AWB B, 3200K, 5600K, VAR]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설정합니다.

광원의 성질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컬러링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로서 화이트 컬러의 제공이 인식되면, 피사체는 자연스러운  
컬러링으로 촬영됩니다.

ATW 이 모드에서, 광원이나 색온도에서 변경이 있어도 연속적인

자동 조정에 의해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AWB A
AWB B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고 화이트 밸런스가 실행되면, 
얻어진 조정 결과는 선택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이후에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면, 선택된 메모리에 

저장된 화이트 밸런스는 불러올 수 있습니다.

3200K 광원으로 3200K 할로겐 조명이 사용될 때 이상적인 화이트

밸런스 모드입니다.

5600K 광원으로 5600K 햇빛 혹은 형광 조명이 사용될 때 이상적인

화이트 밸런스 모드입니다.

VAR 2000K - 15000K 사이의 색온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olor Temperature [2000K to 15000K]

2000K - 15000K 사이에서 색온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White Balance Mode] 설정으로 [VAR]이 선택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R Gain [–150 to +150]

R 게인이 조정될 수 있게 합니다.

설정은 [White Balance Mode] 설정으로 [AWB A], [AWB B], [VAR]이

선택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B Gain [–150 to +150]

B 게인이 조정될 수 있게 합니다.

설정은 [White Balance Mode] 설정으로 [AWB A], [AWB B], [VAR]이

선택되면 효과가 있습니다.

Pedestal [–150 to +150]

이 아이템은 블랙 레벨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페데스털 조정)

음수의 설정이 선택되면 이 부분이 어두워지고 반대로 양수의 설정이

선택되면 밝아집니다.

R Pedestal [–100 to +100]

R 페데스털이 조정될 수 있게 합니다.

B Pedestal [–100 to +100]

B 페데스털이 조정될 수 있게 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Picture 2/3 스크린

     Picture 2/3 

 Detail                 On
  Master Detail         31
  V Detail Level         0
  Detail Band            0
  Noise Suppress         1
  FleshTone NoiseSUP.   16
  Gamma Type            HD
    Gamma             0.45
    DRS                Off
 Return

Detail [Off, On]

아웃라인(이미지 선명도) 조정을 켜고/끕니다.

Master Detail [0 to 62]

콘투어 정정 레벨(마스터)을 조정합니다.

V Detail Level [-7 to +7]

수직 콘투어 정정 레벨을 조정합니다.

Detail Band [-7 to +7]

디테일용 부스트 주파수를 설정할 때 선택됩니다.

-7 : 낮은 주파수 
-

+7 : 높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가 선택되면, 디테일 효과는 더욱 선명하게 피사체에

추가됩니다.

Noise Suppress [0 to 60]

디테일 효과로 생성된 스크린 노이즈를 줄이는 데 선택됩니다.  
설정이 높을 수록, 노이즈가 줄어듭니다.

FleshTone NoiseSUP. [0 to 31]

촬영되는 피사체의 피부가 더욱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이 기능이 선택됩니다.

“High”가 선택되면, 효과가 증가됩니다.

Gamma Type 

[HD, SD, FILMLIKE1, FILMLIKE2, FILMLIKE3]

감마 커브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HD HD(High Definition) 비디오 감마 특징

SD 어두운 영역의 게인이 HD 감마에서 더 높습니다.

FILMLIKE1 HD 감마보다 하이라이트에서 더 좋은 그라데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는 특징

FILMLIKE2 [FILMLIKE1]보다 하이라이트에서 더 좋은 그라데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는 특징

FILMLIKE3 [FILMLIKE2]보다 하이라이트에서 더 좋은 그라데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는 특징 

Gamma [0.30 to 0.75]

감마 정정 레벨을 조정합니다.

더 작은 값을 지정하여 낮은 밝기 영역의 기울기에 대해 더 부드러운 감마

커브와 선명한 콘트라스트를 만듭니다.

더 큰 값을 지정하여 어두운 영역에 대해 더 확장된 변화도를 만들고

더 밝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낮은 밝기 영역에 대한 감마 커브는 더 

경사지게 되고, 콘트라스트는 부드러워집니다.

DRS [Off, Low, Mid, High]

높은 밝기/어두움의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될 때 정정을 실행하는 DRS

기능을 설정합니다.

[Low], [Mid], [High] 효과 레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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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3/3 스크린

     Picture 3/3 

 Knee Mode            Auto
  Knee Point         93.0%
  Knee Slope            85
 White Clip             On
  White Clip Level    109%
 DNR                   Off

 Return

Knee Mode [Off, Auto, Manual]
그라데이션 압축(knee)에 대한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Off knee 기능을 끕니다.

Auto knee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knee 포인트와 knee 기울기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Manual knee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knee 포인트와 knee 기울기를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Knee Point [70.0% to 107.0%]
매우 밝은 비디오 시그널에 대해 압축 레벨(knee 포인트) 위치를

설정합니다.

[Knee Mode]가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Knee Slope [0 to 99]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Knee Mode]가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 조>

• [DRS]가 가능할 때, knee 설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White Clip [Off, On]
화이트 클립 기능을 켜고 끕니다.

White Clip Level [90% to 109%]
화이트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White Clip]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참 조>

• [Knee Mode]가 [Auto]로 설정되고 화이트 클립 값이 변경되면,

knee 값도 변합니다.

DNR [Off, Low, High]
야간과 낮은 밝기 조건에서도 노이즈 없이 밝고, 깨끗한 이미지 출력을 위한 
디지털 노이즈 감소 레벨을 설정합니다.

[Low] 혹은 [High]가 선택되면, 노이즈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랙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Matrix 1/5 스크린

     Matrix 1/5 

 Matrix Type        Normal

 Return

Matrix Type [Normal, EBU, NTSC, User]
컬러 매트릭스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Normal
이 아이템은 프리셋 컬러 매트릭스 데이터를 로드하고  
채도와 컬러 페이스를 보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EBU

NTSC

User [Matrix 2/5 screen]에서, [Linear Matrix] 값은

사용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Matrix 3/5 screen], [Matrix 4/5 screen], [Matrix 

5/5 screen]에서, [Color Correction] 값은 사용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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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2/5 스크린

     Matrix 2/5 
           [Linear Matrix]
 R-G                    +2
 R-B                     0
 G-R                     0
 G-B                    +8
 B-R                    -6
 B-G                     0

 Return

Linear Matrix
[Matrix Type] 설정으로 [User]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R-G

각 축의 방향에 대해 -63 - +63 사이의 컬러를 

조정합니다.

R-B

G-R

G-B

B-R

B-G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Matrix 3/5 스크린

     Matrix 3/5 
    [Color Correction 1/3]
       Saturation    Phase
 B_Mg      -27        +19
 Mg        -19        +10
 Mg_R      -63         -4
 Mg_R_R    -48        -27
 R          -9         -4
 R_R_YI    +62        +23

 Return

Color Correction 1/3
[Matrix Type] 설정으로 [User]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도와 hue를 조정합니다.

Saturation [-63 to +63]

각 컬러에 대해 채도를 조정합니다.

Phase [-63 to +63]

각 컬러에 대해 hue를 조정합니다.

B_Mg 블루와 마젠타 사이의 컬러

Mg 마젠타

Mg_R 마젠타와 레드 사이의 컬러

Mg_R_R 마젠타와 레드의 비율이 1:3인 컬러

R 레드

R_R_YI 레드와 옐로우의 비율이 3:1인 컬러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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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4/5 스크린

     Matrix 4/5 
    [Color Correction 2/3]
       Saturation    Phase
 R_Yl      +63        +44
 R_Yl_Yl   +44          0
 Yl        +63        +29
 Yl_G      +17        +20
 G          +4        +26
 G_Cy        0          0

 Return

Color Correction 2/3
[Matrix Type] 설정으로 [User]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도와 hue를 조정합니다.

Saturation [-63 to +63]

각 컬러에 대해 채도를 조정합니다.

Phase [-63 to +63]

각 컬러에 대해 hue를 조정합니다.

R_Yl 레드와 옐로우 사이의 컬러

R_Yl_Yl 레드와 옐로우의 비율이 1:3인 컬러

Yl 옐로우

Yl_G 옐로우와 그린 사이의 컬러

G 그린

G_Cy 그린과 시안 사이의 컬러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Matrix 5/5 스크린

     Matrix 5/5 
    [Color Correction 3/3]
       Saturation    Phase
 Cy        -21         +8
 Cy_B      -15        +49
 B         -12         +3

 Return

Color Correction 3/3
[Matrix Type] 설정으로 [User]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도와 hue를 조정합니다.

Saturation [-63 to +63]

각 컬러에 대해 채도를 조정합니다.

Phase [-63 to +63]

각 컬러에 대해 hue를 조정합니다.

Cy 시안

Cy_B 시안과 블루 사이의 컬러

B 블루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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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스크린

이 메뉴는 genlock 페이스 조정과 카메라의 출력 이미지 설정에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System 

 Genlock
 Output
 Others

 Return

Genlock
페이스 조정을 실행하는 [Genlock]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Output
카메라의 출력 이미지 설정을 선택하는 [Output]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Others
카메라의 팬-틸트 헤드 유닛의 설치 상태와 다른 기능에 관련된 설정뿐만

아니라 작동 속도에 대한 설정을 선택하는 [Others]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Genlock 스크린

     Genlock 

 Horizontal Phase        0
 Horizontal Phase Step   1

 Return

Horizontal Phase [–206 to +49]
genlock 도중 수평 페이스를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Horizontal Phase Step [1 to 10]
조정되는 [Horizontal Phase] 설정에 의한 양을 설정하는데 선택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참 조>

• HD와 SD 시그널의 수평 페이스는 별도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VIDEO OUT 시그널의 크로마 페이스를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프리런 설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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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스크린

     Output 

 Format        1080/59.94i
 Down CONV. Mode   Squeeze
 Frequency         59.94Hz
 Color Bars Setup      Off

 Return

Format

[(59.94Hz 용) 1080/59.94p, 1080/29.97p*  , 1080/23.98p,1

1080/59.94i, 1080/29.97PsF, 1080/23.98PsF, 720/59.94p, 

480/59.94p(i),  
(50Hz 용) 1080/50p, 1080/25p*  , 1080/50i, 1080/25PsF,1

720/50p, 576/50p(i)]

*1 네이티브 출력 

비디오 포맷은 이 스크린에서 변경됩니다.

포맷 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포맷 변경”(→ 55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480/59.94p(i) 혹은 576/50p(i) 포맷의 경우, P 시그널은 HDMI  
커넥터로 출력되고, I 시그널은 SDI 출력과 VIDEO 출력 커넥터로 출력

됩니다.

Down CONV. Mode 

[Squeeze, SideCut, LetterBox]
다운 컨버젼 모드가 여기에서 선택됩니다.

Squeeze

이 설정은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16:9로 설정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모니터가 4:3 화면 비율로 설정되면,  
이미지는 넓이 방향으로 압축되고 높이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SideCut

이 설정은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4:3으로 설정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레퍼런스로 수직 높이를 사용하여, 

양 측면에서 이 길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잘려 각도의 뷰가

변경됩니다.  

LetterBox

이 설정은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4:3으로 설정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레퍼런스로 수평 넓이를 사용하여,

상단과 하단에 검은 띠가 추가되어 앵글의 뷰가  
변경됩니다.

• 모드는 설정이 고정되면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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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파수가 전환되면, [Format]이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59.94Hz 50Hz

1080/59.94p ' 1080/50p

1080/29.97p ' 1080/25p

1080/23.98p � 1080/25p

1080/59.94i ' 1080/50i

1080/29.97PsF ' 1080/25PsF

1080/23.98PsF � 1080/25PsF

720/59.94p ' 720/50p

480/59.94p(i) '  576/50p(i)

• 주파수 변경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주파수 변경”(→ 55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Color Bars Setup [Off, On]
[Frequency]가 [59.94Hz]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VIDEO OUT 시그널에 대해 컬러 바 설정 레벨(Off : 0.0IRE, 

On : 7.5IRE)을 선택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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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맷 변경
현재 선택된 포맷이 [Output] 스크린에서 변경될 때, 

pre-format-change 확인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Pre-format-change 확인 스크린

     Format 

 Do you want to set
 Format(1080/59.94i)?

 CANCEL
 O.K.

• 설정되는 포맷은 스크린의 괄호 안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커서를 pre-format-change 확인 스크린의 [O.K]로 이동하고

확인할 때, post-format-change 확인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Post-format-change confirmation screen

     Format 

 Are you O.K.?

 No
 Yes

• 커서를 [Yes]로 이동하고 확인하면, 디스플레이는 post-change

포맷에서 [Output]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 커서를 [No]로 이동하고 확인하면, 디스플레이는 pre-change

포맷에서 [Output]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작동이 10초 이내에 실행되지 않으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변경된 포맷에 맞지 않는 외부 sync 시그널이 입력되면, 이미지는 

왜곡됩니다.

외부 sync 시그널을 변경하거나 내부 동기화를 실행합니다.

 ■ 주파수 변경
현재 선택된 주파수가 [Output] 스크린에서 변경될 때,

pre-frequency-change 확인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Pre-frequency-change 확인 스크린

     Frequency 

 Do you want to set
 Frequency(59.94Hz)?

 CANCEL
 O.K.

• 설정되는 주파수는 스크린의 괄호 안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커서를 pre-frequency-change 확인 스크린의 [O.K.]로 이동할 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참 조>

• 59.94Hz/50Hz 주파수를 지원하지 않는 모니터를 사용할 때, 

주파수가 변경된 후 이미지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변경하기 전에, 모니터가 지원하는 주파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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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 1/4 스크린

     Others 1/4 

 Install Position  Desktop
 Smart Picture Flip    Off
  Flip Detect Angle   ----
 Preset Speed Table   Fast
 Preset Speed           20
 Preset Scope       Mode A
 Freeze During Preset  Off
 Speed With Zoom POS.   On

 Return

Install Position [Desktop, Hanging]
“Desktop” 혹은 “Hanging”이 유닛 설치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선택됩니다.

데스크탑 독립형 설치

매달기 매달기형 설치

• [Hanging]이 선택되면, 이미지의 상하좌우가 뒤바뀌고, 패닝과 틸팅에

대한 상/하/좌/우도 반대로 됩니다. 

Smart Picture Flip [Off, Auto]
틸트가 [Flip Detect Angle]용으로 설정된 각도가 될 때, 이미지는

수직 방향으로 자동으로 뒤집힙니다.

Off 픽쳐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Auto 픽쳐가 자동으로 뒤집힙니다.

Flip Detect Angle [60° to 120° ]
[Smart Picture Flip]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 이미지가 수직 방향으로

자동으로 뒤집히는 각도에서 틸트 각도를 설정합니다.

Preset Speed Table [Slow, Fast]
프리셋 속도 테이블(Slow, Fast)을 설정합니다. 프리셋 재생 도중,

프리셋은 여기에서 설정된 테이블에 근거한 [Preset Speed](1 - 30)에서

실행됩니다.

• [Preset Speed Table]이 [Fast]로 설정되었을 때, AW-HE120과 동등한

[Preset Speed] 값이 적용됩니다.

Preset Speed [1 to 30]
프리셋 메모리(30 스텝)에 등록된 카메라 방향 정보를 불러올 때 사용되는 

팬/틸트 속도를 설정합니다.

<참 조>

• 큰 [Preset Speed] 값을 설정하면, 이미지는 움직임이 정지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Preset Scope [Mode A, Mode B, Mode C]
여기서 선택된 것은 프리셋 메모리의 콘텐츠가 재생성될 때 불러온

설정 아이템입니다.

Mode A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게인, 화이트

밸런스 조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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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전에 즉시 스틸 이미지로 진행됩니다.

이미지 고정은 프리셋 재생이 끝나면 릴리스됩니다.

Speed With Zoom POS. [Off, On]
줌 확대와 함께 팬-틸트 조정 속도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에 대한

“Off” 혹은 “On”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On]이 설정되면, 패닝과 틸팅 작동은 줌 상태에서 느려집니다.

이 기능은 프리셋 작동 도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Others 2/4 스크린

     Others 2/4 

 Focus Mode           Auto
  Focus ADJ With PTZ. ----
 Digital Zoom      Disable
  Max Digital Zoom    ----
  Digital Extender     Off
 OIS                   Off
 Tally              Enable
 Tally Brightness      Low

 Return

Focus Mode [Auto, Manual]
포커스 조정 기능에 대해 자동 혹은 수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Auto 항상 자동으로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Manual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참 조>

• [Focus Mode]는 [Frame Mi]가 [18 dB] 혹은 [24 dB]로 설정되었을 때

[Auto]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Focus ADJ With PTZ. [Off, On]
패닝, 틸팅, 줌잉 작동 도중에 발생하면 포커스 아웃에 대해 보상하는 

기능에 대해 “Off” 혹은 “On”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Off]가 설정되면, 줌잉 후에 필요에 따라 포커스를 조정하거나 포커스를

자동 모드로 설정합니다.

이 아이템은 [Focus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Digital Zoom [Disable, Enable]
디지털 줌 기능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Enable]이 선택되었을 때 줌잉이 Tele 방향으로 최대 위치 이상 실행되면, 
디지터 줌은 연속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옵티컬 줌과 디지털 줌이 전환되는 위치에서 줌잉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이 위치에서 정지한 후에 줌잉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미 디지털 줌 영역일 때 설정이 [Disable]로 변경되면, 줌은 자동으로 

옵티커 줌의 최대 위치로 이동합니다.  
<참 조>

• 디지털 줌 도중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되면 디지털 줌은 OFF로 

설정됩니다.

Max Digital Zoom

[x2, x3, x4, x5, x6, x7, x8, x9, x10]
최대 디지털 줌 확대를 설정합니다.

Digital Extender [Off, On]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켜고 끕니다.

이 설정이 [On]일 때, 디지털 줌은 1.4x로 고정됩니다.

[Digital Zoom]이 [Enable]로 설정되면, [Digital Extender]가 이용

OIS [Off, On]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OIS) 기능을 켜고 끕니다.

<참 조>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 기능의 정정 레벨은 팬/틸트 작동 도중
 축소됩니다.

Tally [Disable, Enable]
tally 콘트롤 시그널을 이용하여 tally 램프를 켜고 끄는 기능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Tally Brightness [Low, Mid, High]
tally LED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참 조>

• 이것이 [Low]로 설정되면, 밝기는 AW-HE120의 밝기와
 동등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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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Others 3/4 스크린

     Others 3/4 

 Wireless Control   Enable
 OSD Mix
  SDI Out               On
  HDMI Out              On
  Video Out             On
  IP                    On
 OSD Off With Tally    Off
 OSD Status            Off

 Return

Wireless Control [Disable, Enable]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실행되는 작동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Disable”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이 아닌 외부 디바이스에서 유닛의 전원이 꺼지면  
작동은 가능하고,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전원이 켜지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 조>

• 이 아이템의 설정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설정은 작동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닛이 대기 모드로 설정되고 전원이 켜졌을 때 반영됩니다.  
• 실수로 아이템 설정이 변경되고 유닛이 더이상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의 절차 중 하나를 따릅ㄹ니다.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메뉴 작동이 실행될 수 있을 때 :

→먼저 메뉴 작동을 실행할 수 있는 콘트롤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아이템을

 

변경하고, 유닛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다른 콘트롤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메뉴 작동이 실행될 수 없을 때 :

1. 유닛과 연결된 디바이스의 전원을 끕니다.

2. 유닛의 전원 케이블을 분리하고 다시 연결합니다.

3.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유닛의 전원을 켜는 작동을 실행합니다.

4. 이 아이템을 변경한 후, 유닛의 전원을 끄고 다시 켭니다.

OSD Mix
각 출력 이미지에 대해 카메라 메뉴, 상태, 기타 디스플레이를 켜고 끌지

선택합니다.

SDI Out [Off, On]

HDMI Out [Off, On]

Video Out [Off, On]

IP [Off, On]

Off
카메라 메뉴와 상태가 위 목록의 설치 아이템에 의해 정해진 출력

이미지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On
카메라 메뉴와 상태가 위 목록의 설치 아이템에 의한 출력 픽쳐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이것이 [Off]로 설정되면, 카메라 메뉴는 유닛이 켜진 후에 약 1분 정도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OSD Off With Tally [Off, On]
tally 시그널이 커맨드 혹은 컨택트를 통해 수신될 때 카메라 메뉴, 상태, 기타

디스플레이를 끄는 기능을 끄거나 켭니다.

tally 시그널이 릴리스 되면,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가 돌아갑니다.

OSD Status [Off, On]
AWB와 ABB 도중 상태 디스플레이를 끄고 켭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Others 4/4 스크린

     Others 4/4 

 Audio                 Off
  Input Volume Line Middle
  Plugin Power         Off
 Protocol
  Model Select     SEVIHD1

 Return

Audio [Off, On]
오디오 입력을 끄고 켭니다.

Inpu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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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 입력, line 입력, 볼륨을 설정합니다.

Mic High : 볼륨을 high로 설정하고 mic 입력을 사용합니다.

Mic Middle : 볼륨을 medium으로 설정하고 mic 입력을 사용합니다.

Mic Low : 볼륨을 low로 설정하고 mic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High : 볼륨을 high로 설정하고 line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Middle : 볼륨을 medium으로 설정하고 line 입력을 사용합니다.

Line Low : 볼륨을 low로 설정하고 line 입력을 사용합니다.

Plugin Power [Off, On]
오디오에 대한 플러그인 전원을 끄고 켭니다.

[Input Volume]이 mic 입력으로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Protocol Model Select 

[SEVIHD1, SBRC300, SBRCZ330, Reserved1 to Reserved7]
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프로토콜 모델을 설정합니다.

유닛 하단의 서비스 스위치(SW4)가 ON으로 설정되면(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나타납니다.

[Reserved1] - [Reserved7]을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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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스크린

    Maintenance 

 Firmware Version
 IP Network
 Initialize

 Return

Firmware Version
현재 유닛에 설치된 펌웨어의 버젼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Firmware Version]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는데 선택됩니다.

in

IP Network
유닛에 설정된 [IP Address], [Subnet Mask], [Default Gateway]

설정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IP Network]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선택됩니다.

Initialize
사용자가 카메라 설정을 초기화하는 [Initialize] 스크린을 디스플레이

하는데 선택됩니다.

작동에 관한 상세 내용은 “초기화에 관해”(→ 59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Firmware VER 1/2 스크린

     Firmware VER 1/2 

 CPU Software
  Interface         V01.00
  Camera Main       V01.00
  Servo             V01.00
  Network           V01.00
 EEPROM
  Interface         V01.00

 Return

CPU Software Interface
인터페이스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PU Software Camera Main
카메라 유닛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PU Software Servo
서보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PU Software Network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EPROM Interface
인터페이스의 EEPROM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Firmware VER 2/2 스크린

     Firmware VER 2/2 

 FPGA
  Lens              V01.00
  AVIO              V01.00
  Com               V01.00

 Return

FPGA Lens
렌즈의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PGA AVIO
AVIO의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PGA Com
커뮤니케이션의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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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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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ress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선택됩니다.

Subnet Mask
유닛에 설정된 subnet mask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선택됩니다.

Default Gateway
유닛에 설정된 default gateway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선택됩니다.

<참 조>

• 이 스크린에서, [IP Address], [Subnet Mask], [Default Gateway]

설정은 디스플레이되지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address를 변경하려면, 웹 설정 스크린 [Setup]의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 89 페이지) 혹은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유닛의 설정 구성”(→ 23 페이지)를 이용합니다.

Return
이전 메뉴 레벨로 돌아갑니다.

 ■ 초기화에 관해
[Maintenance] 스크린에서 [Initialize]가 선택되면, [Initialize]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Initialize 스크린

     Initialize 

 Do you want to initialize
 Menu settings?

 CANCEL
 O.K.

• 커서가 [Initialize] 스크린에서 [O.K.]로 이동하고 설정이 입력되면,

[Menu settings initialized] 스크린이 5초간 디스플레이되고 

카메라 설정이 카메라 구입시에 설정되었던 설정으로 복구됩니다.

하지만, [Format] 설정, [Frequency] 설정(→ 54 페이지), 네트워크

설정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참 조>

• 초기화 작동이 완료되면 작동은 [Top Menu]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이 때, 유닛을 대기 모드로 설정하고 나서 Power ON 모드로 다시

설정합니다.(→ 25 페이지)

• [Format]과 [Frequency] 설정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 [AWB]와 [ABB] 조정값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Menu settings initialized 스크린

 Menu settings

 initialized

• 커서가 Initialize 스크린의 [CANCEL]로 이동하고 설정이 입력되면,

[Menu settings unchanged] 스크린이 약 5초간 디스플레이되고,

초기화 작동이 실행되지 않고 [Maintenance]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Menu settings unchanged 스크린

 Menu settings

 un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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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표

카메라 메뉴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Top Menu Camera Scene Scene Scene1 Scene1, Scene2, Scene3, Scene4

Brightness Brightness 
1/2

Picture Level 0 -50 to +50 (step: 1)

Iris Mode Auto Manual, Auto

Shutter Mode Off Off, Step, Synchro, ELC

Step/Synchro 
([Shutter Mode]가  
[Step]으로 설정될 때)

[59.94Hz] 
1/100 
[50Hz] 
1/120

주파수가 59.94 Hz로 설정되었을 때 :

• 59.94p / 59.94i mode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29.97p mode

1/30, 1/60, 1/120, 1/250,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23.98p mode

1/24,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주파수가 50 Hz로 설정되었을 때 :

• 50p / 50i mode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25p mode

1/25,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Step/Synchro 
([Shutter Mode]가  
[Synchro]로 설정될 때) 

[59.94Hz] 
60.15Hz 
[50Hz] 
50.15Hz

주파수가 59.94 Hz로 설정되었을 때 :

60.15 Hz to 642.21 Hz (255steps)

주파수가 50Hz로 설정되었을 때 :

50.15Hz to 535.71Hz (255steps)

Gain 0dB Auto, 0dB to 36dB (step: 1dB)

AGC Max Gain 18dB 6dB, 12dB, 1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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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 Filter Through Through, 1/8, 1/64

Brightness 
2/2

Day/Night Day Day, Night

Picture Picture 1/3 Chroma Level 0% OFF,  -99% to 40%

White Balance Mode AWB A AWB A, AWB B, ATW, 3200K, 5600K,

VAR

Color Temperature 3200K 2000K to 15000K*1

R  Gain 0 -150 to +150 (step: 1)

B Gain 0 -150 to +150 (step: 1)

Pedestal 0 -150 to +150 (step: 1)

R  Pedestal 0 -100 to +100 (step: 1)

B Pedestal 0 -100 to +100 (step: 1)

Picture 2/3 Detail On Off, On

Master Detail 31 0 to 62

V Detail Level 0 -7 to +7

Detail Band 0 -7 to +7

Noise Suppress 1 0 to 60

FleshTone  NoiseSUP. 16 0 to 31

Gamma Type HD HD, SD, FILMLIKE1,  FILMLIKE2,  

FILMLIKE3

Gamma 0.45 0.30 to 0.75 (Step: 0.01)

DRS Off Off, Low, Mid, High

Picture 3/3 Knee Mode Auto Off, Auto, Manual

Knee Point 93.0% 70.0% to 107.0% (Step: 0.5%)

Knee Slope 85 0 to 99

White Clip On Off, On

White Clip Level 109% 90% to 109%

DNR Off Off, Low, High

*1 스텝 간격의 값은 점점 커집니다.

(2000/2010/2020/2040/2050/2070/2080/2090/2110/2120/2140/2150/2170/2180/2200/2210/2230/2240/2260/2280/2300/2310/2330/

2340/2360/2380/2400/2420/2440/2460/2480/2500/2520/2540/2560/2600/2620/2640/2680/2700/2720/2740/2780/2800/2820/2850/  
2870/2920/2950/2970/3000/3020/3070/3100/3120/3150/3200/3250/3270/3330/3360/3420/3450/3510/3570/3600/3660/3720/3780/  
3840/3870/3930/3990/4050/4110/4170/4240/4320/4360/4440/4520/4600/4680/4760/4840/4920/5000/5100/5200/5300/5400/5500/  
5600/5750/5850/6000/6150/6300/6450/6650/6800/7000/7150/7400/7600/7800/8100/8300/8600/8900/9200/9600/10000/10500/11000/

60

11500/12000/12500/13000/14000/15000)



카메라 메뉴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Top Menu Camera Scene Matrix Matrix 1/5 MatrixType Normal Normal, EBU,  NTSC,  User

Matrix 2/5 [Linear Matrix] Normal EBU NTSC User

R-G +2 -4 -39 -6 -63 to +63

R-B 0 -6 -12 +3 -63 to +63

G-R 0 -4 -4 -6 -63 to +63

G-B +8 -2 -6 +5 -63 to +63

B-R -6 -4 -6 -12 -63 to +63

B-G 0 -6 -8 -6 -63 to +63

Matrix 3/5 [Color Correction 1/3] Normal EBU NTSC User

B_Mg Saturation -27 -21 -7 -14 -63 to +63

B_Mg Phase +19 +4 -38 -5 -63 to +63

Mg Saturation -19 0 0 -9 -63 to +63

Mg Phase +10 0 0 -9 -63 to +63

Mg_R Saturation -63 -63 -8 -29 -63 to +63

Mg_R Phase -4 +13 +13 0 -63 to +63

Mg_R_R Saturation -48 -13 -62 -34 -63 to +63

Mg_R_R Phase -27 +63 0 0 -63 to +63

R Saturation -9 -63 -37 -18 -63 to +63

R Phase -4 0 +4 -4 -63 to +63

R_R_Yl  Saturation +62 -32 +12 +24 -63 to +63

R_R_Yl  Phase +23 +38 +63 -16 -63 to +63

Matrix 4/5 [Color Correction 2/3] Normal EBU NTSC User

R_Yl Saturation +63 +18 -63 +17 -63 to +63

R_Yl Phase +44 +35 +9 -13 -63 to +63

R_Yl_Yl Saturation +44 0 0 +9 -63 to +63

R_Yl_Yl Phase 0 0 +17 -8 -63 to +63

Yl Saturation +63 +63 +14 +19 -63 to +63

Yl Phase +29 +4 -7 -2 -63 to +63

Yl_G Saturation +17 +9 0 +16 -63 to +63

Yl_G Phase +20 +22 +16 -2 -63 to +63

G Saturation +4 +12 +56 -2 -63 to +63

G Phase +26 +4 +13 -4 -63 to +63

G_Cy Saturation 0 0 0 0 -63 to +63

G_Cy Phase 0 0 0 -9 -63 to +63

Matrix 5/5 [Color Correction 3/3] Normal EBU NTSC User

Cy Saturation -21 +18 -28 -9 -63 to +63

Cy Phase +8 +24 +33 +5 -63 to +63

Cy_B  Saturation -15 -17 -63 -12 -63 to +63

Cy_B  Phase +49 +61 +63 +5 -63 to +63

B Saturation -12 -8 -17 -19 -63 to +63

B Phase +3 +7 -8 0 -63 to +63

Genlock Horizontal Phase 0 -206 to +49

Horizontal Phase Step 1 1 to 10

Output Format AW-HE130WP/AW-HE130KP: 

1080/59.94i

AW-HE130WE/AW-HE130KE:

1080/50i

주파수가 59.94Hz로 설정되었을 때 :

1080/59.94p, 1080/29.97p*2 ,

1080/23.98p, 1080/59.94i,

1080/29.97PsF, 1080/23.98PsF,

720/59.94p, 480/59.94p(i)

주파수가 50Hz로 설정되었을 때 :

1080/50p, 1080/25p*2 , 1080/50i,

1080/25PsF, 720/50p, 576/50p(i)

Down CONV. Mode Squeeze Squeeze, Sidecut, Letter Box

Frequency AW-HE130WP/AW-HE130KP:

59.94Hz

AW-HE130WE/AW-HE130KE:

50Hz

59.94Hz, 50Hz

Color Bars Setup Off Off, On

*2 네이티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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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 아이템 초기 설정 선택 아이템

Top Menu System Others Others 1/4 Install Position Desktop Desktop, Hanging

Smart Picture Flip Off Off, Auto

Flip Detect Angle 90deg 60 to 120deg (step: 1deg)

Preset Speed Table Fast Slow, Fast

Preset Spee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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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s 2/4 Focus Mode Auto Manual, Auto

Focus ADJ With PTZ. Off Off, On

Digital Zoom Disable Disable, Enable

Max DigitalZoom x10 x2 to x10

Digital Extender Off Off, On

OIS Off Off, On

Tally Enable Enable, Disable

Tally Brightness Low Low, Mid, High

Others 3/4 Wireless Control Enable Enable, Disable

OSD Mix

SDI  Out On Off, On

HDMI Out On Off, On

Video Out On Off, On

IP On Off, On

OSD Off With Tally Off Off, On

OSD Status Off Off, On

Others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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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Select SEVIHD1 SEVIHD1,  SBRC300,  SBRCZ330,  

Reserved1 to 7

Maintenance Firmware Version CPU Software

Interface Version at shipping - - -

Camera Main Version at shipping - - -

Servo Version at shipping - - -

Network Version at shipping - - -

EEPROM

Interface Version at shipping - - -

FPGA

Lens Version at shipping - - -

AVIO Version at shipping - - -

Com Version at shipping - - -

IP  Network IP  Address 192.168.0.10

Subnet Mask 255.255.255.0

Default Gateway 192.168.0.1

Initialize --- CANCEL CANCEL,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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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유닛에 연결된 컴퓨터로, 카메라 IP 비디오를 보거나 웹 브라우저에서 

다양한 설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IP 콘트롤을 위해 유닛의 LAN 커넥터에 직접 연결할 때 LAN

크로스오버 케이블이 사용되고, 스위칭 허브를 통해 연결을 할 때는 

LAN 스트레이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유닛의 주소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개별 어드레스 범위 내에서 컴퓨터에 

대한 IP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서브넷 마스크를 유닛과 동일한 어드레스로 설정합니다.

<참 조>

•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이 변경을 위해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닛의 IP 어드레스와 서브넷 마스크(초기 설정)

IP 어드레스 : 192.168.0.10 

서브넷 마스크 : 255.255.255.0

개별 어드레스의 범위 : 192.168.0.0 - 192.168.0.255

• 콘트롤러와 웹 브라우저가 동시에 사용되면,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선택된

콘텐트는 웹 브라우저 디스플레이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콘트롤러와 웹 브라우저를 모두 사용할 때, 콘트롤러 혹은 카메라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을 반드시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의 필요 사양에 대한 상세 내용은 9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 웹 설정 스크린의 일부 기능은 Windows 운영 컴퓨터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OS X(Mac) 운영 컴퓨터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Windows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마크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 “Network Camera View 4S”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는 Windows

운영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닛의 IP 비디오를 디스플레이하려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OS X(Mac) 운영 컴퓨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 설치”(→ 2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Windows 스크린(인터넷 익스플로러)을 사용하는 절차는 여기에서 

설명되지만, Mac(Safari)*  스크린을 이용할 때도 동일합니다.

*1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일부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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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합니다.

설치된 

작동 시스템
웹 브라우저

Windows Internet Explorer

OS X (Mac) Safari

2. 웹 브라우저의 주소 바에 Easy IP 설정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IPv4 어드레스 입력 예 :

 http://IPv4 어드레스로 등록된 URL 

http://192.168.0.10/

IPv6 어드레스 입력 예 :

 http://[IPv6 어드레스로 등록된 URL]

http://[2001:db8::10]/

<참 조>

• HTTP 포트 번호가 “80”에서 변경되면, 주소 바에 “http://<camera IP

address>:<port nuber>”를 입력합니다.

예 : 포트 번호가 8080으로 설정되었을 때 :

• 로컬 네트워트에 유닛이 위치해 있으면, 프록시 서버가 로컬 어드레스에

사용되지 않도록 웹 브라우저에서 프록시 서버 설정을 구성합니다.

(메뉴 바의 [Tool] - [Internet Options])

• 네트워크 스크린의 [Advanced] 탭에서 [HTTPS] - [Connection](→

93 페이지)가 [HTTPS]로 설정되었을 때에 대한 상세 내용은

“HTTPS에 의한 카메라 액세스”(→ 9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3. [Enter] 키를 누릅니다.
웹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라이브 스크린 [Live](→ 65 페이지)가 초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필요시

웹 설정 스크린 [Setup](→ 70 페이지)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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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컴퓨터에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라이브

스크린 [Live]가 디스플레이되기 전에 설치 확인 메시지가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온스크린 설명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User auth.](→ 87 페이지)가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라이브 스크린 
[Live]가 나타나기 전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입력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한 초기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패스워드 12345

•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사용된 초기 설정이 남아 있을 때, 인증 후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 “admin”의 사용자 이름에

대한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패스워드는 정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H.264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려할 때,

IP 비디오는 해당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 디스플레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스크린에서 밑줄친 아이템이 클릭되면, 별도의 창이 열리고, 입력 예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최대 14명의 사용자(H.264 이미지를 수신하는 사용자와 JPEG 

이미지를 수신하는 사용자로 구성)가 유닛에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숫자는

[Bandwidth control(bitrate)]과 [Max bit rate(per client)] 설정에 

따라 14명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숫자가 14를 초과하면 액세스 한계를 표시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Transmission type]이 [H.264]에 대해 [Multicast

port]가 설정되었을 때, H.264를 수신하는 두번째와 다음 사용자는

전체 액세스 카운트로 카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H.264 transmission](→ 73 페이지)가 [On]으로 설정되면, H.264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Off]로 설정되면, JPEG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H.264 transmission]이 [On]으로 설정되어도,

JPEG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JPEG 이미지의

최대 프레임 레이트는 5 fps로 됩니다.  
• JPEG 이미지 프레임 레이트는 네트워크 환경, 사용자 컴퓨터의 성능, 

비디오의 피사체, 액세스 볼륨에 따라 느려질 수 있습니다.

subject

<JPEG 이미지 프레임 레이트>

[H.264 transmission]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최대 5fps

[H.264 transmission]이 [Off]로 설정되었을 때

최대 30fps

라이브 스크린 [Live]와 웹 설정 스크린 [Setup]
사이의 전환

라이브 스크린 [Live]가 디스플레이되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웹 설정 스크린 [Setup]에 대한 상세 내용은 “웹 설정 스크린 [Setup]”

(→ 70 페이지)을 참조합니다.

웹 설정 스크린 [Setup]이 디스플레이되면,               버튼을 클릭합니다. 
라이브 스크린 [Live]에 대한 상세 내용은 “라이브 스크린 [Live]”(→ 65, 69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 대기 모드 도중, [Setup] 버튼이 이용 불가능하고, 웹 설정 스크린 

[Setup]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웹 설정 스크린 [Setup]이 디스플레이되어 있을 때 유닛이 다른 터미널에서

대기 모드로 전환되면, 디스플레이는 몇 초뒤 라이브 스크린 [Live]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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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 작동

라이브 스크린 [Live]은 싱글 카메라에서 IP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싱글 디스플레이 모드”와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IP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싱글 디스플레이 모드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고,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69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라이브 스크린 [Live] : 싱글 디스플레이 모드

컴퓨터에서 카메라의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고 팬, 틸트, 줌, 포커스 콘트롤과 같은 카메라 작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아이템은 [Compression]에서 [H.264] 혹은 [JPEG] 버튼이 선택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H.264]가 선택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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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뉴 전환 [OSD Menu >>] / [Stream Menu >>]
메뉴 디스플레이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스트림 메뉴가 디스플레이될 때 [OSD Menu >>]를 클릭하여 OSD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OSD 메뉴가 디스플레이될 때 [Stream Menu >>]를 클릭하여 스트림

메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2. 멀티 스크린 리스트 박스 [Multi-screen]
라이브 스크린 [Live] 디스플레이 방법이 여기에서 선택됩니다.

[Single]

연결된 카메라의 IP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4Split 1/4 Group]

[Multi-screen setup] 스크린(→ 86 페이지)  
에서 멀티 스크린 디스플레이에 대해 카메라를

설정하기 전에 싱글 스크린에서 여러 개의

IP 비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

[4Split 2/4 Group]

[4Split 3/4 Group]

[4Split 4/4 Group]

[16Split]

3. 압축 버튼 [Compression]

[H264]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가 녹색으로 변하고,  
H.264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Video over IP에서 [H.264(1)] - [H.264(4)]의

[H.264 transmission] 설정이 [On]일 때

[H.264] 버튼이 가능합니다.(→ 73 페이지)

[JPEG]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가 녹색으로 변하고

JPEG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다음의 경우에, [Compression] 버튼의 선택 상태가 [Video over IP] 탭

- [Initail display setting for “Live” page] - [Stream]에서 설정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다른 스크린에서 돌아갈 때

- 스크린이 업데이트될 때

4. 스트림 버튼 [Stream]
H.264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었을 때만 이 버튼이 나옵니다.

[1]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가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H.264(1)]에 대해 설정된 설정에 따라

나타납니다.(→ 73 페이지)

[2]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가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H.264(2)]에 대해 설정된 설정에 따라

나타납니다.(→ 73 페이지)

[3]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가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H.264(3)]에 대해 설정된 설정에 따라  
나타납니다.(→ 73 페이지)

[4]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가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H.264(4)]에 대해 설정된 설정에 따라  
나타납니다.(→ 73 페이지)

<참 조>

• 다음의 경우, [Stream] 버튼의 선택 상태는 [Video over IP] 탭 - [Initial

display settings for “Live” page] - [Stream]에서 설정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다른 스크린에서 돌아갈 때

- 스크린이 업데이트될 때

• H.264 이미지 해상도가 [1920 x 1080] 혹은 [1280 x 720]으로 

설정되면, 웹 브라우저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이미지가 압축될 수도

있습니다.

5. 이미지 퀄리티 버튼 [Image quality]
JPEG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될 때만 이 버튼이 나타납니다.

[1]

선택되면, [Image quality(JPEG)] 설정에서 [Quality1]에

대해 설정된 설저에 따라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 73 페이지)

[2]

선택되면, [Image quality(JPEG)] 설정에서 [Quality2]에

대해 설정된 설저에 따라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 73 페이지)

• 다음의 경우, [Image quality] 버튼의 선택 상태는 [Video over IP] 탭 -

[Initial display settings for “Live” page] - [Image quality(JPEG)]에서

설정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다른 스크린에서 돌아갈 때

- 스크린이 업데이트될 때

6. 이미지 캡쳐 사이즈 버튼 [Image Capture Size]
JPEG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될 때만 이 버튼이 나타납니다.

[1920 x 1080]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는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1920 x 1080 크기로  
나타납니다.

[1280 x 720]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는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1280 x  720 크기로  
나타납니다.

[640 x 360]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는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640 x 360 크기로  
나타납니다.

[320 x 180]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는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320 x 180 크기로  
나타납니다.

[160x90]

선택되면, 버튼의 텍스트는 녹색으로 변하고,  
메인 영역의 이미지가 160 x 90 크기로  
나타납니다.

<참 조>

• [Video over IP] 탭의 [JPEG]아래의 [JPEG(1)], [JPEG(2)], [JPEG(3)]

으로 선택된 해상도가 사용됩니다.

• 해상도가 [1920 x 1080] 혹은 [1280 x 720]으로 설정되면, 이미지는  
웹 브라우저 윈도우의 크기에 따라 압축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Image Capture Size] 버튼의 선택 상태는 [Video over

IP] 탭 - [Initial display settings for “Live” page] - [Stream]에서  
설정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다른 스크린에서 돌아갈 때

- 스크린이 업데이트될 때

7. OSD 메뉴 작동 [OSD Menu Operation]

[On /Off]

이 버튼을 사용하여 카메라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가 보여질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Cancel]

변경되는 설정의 선택이 취소됩니다.

변경 전의 설정으로 복구됩니다.
 

[�/�/�/�/OK]

이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작동을 실행합니다.

                   버튼을 사용하여 아이템이 [�/�/�/�]
선택됩니다.

선택된 아이템이 서브 메뉴를 갖고 있으면,

이 서브 메뉴는 [OK]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됩니다.

커서가 하위 레벨 설정 스크린의 어떠한 아이템

으로 이동하고 [OK] 버튼이 눌려지면, 선택된

아이템의 설정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반짝일 때 변경하면, 정상 메뉴 아이템에

대한 설정이 즉시 반영됩니다.

하지만, [OK] 버튼이 눌려진 후에 설정이

반영되고 설정이 반짝임을 멈추게 하고 새로운

설정이 입력되는 메뉴 아이템(Scene, Format,

Initialize)의 숫자가 있습니다.

8. 카메라 버튼/컬러 바 버튼 [CAM/BAR]

[CAM]
이를 사용하여 카메라  픽쳐를 출력합니다.

[BAR]
이를 사용하여 컬러 바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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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원 ON 버튼 [Power ON] / 대기 버튼 [Standby]

[Power ON]
유닛을 켭니다.

[Standby]

유닛을 대기 모드로 설정합니다.

대기 모드에서, [Multi-screen] 리스트 박스, [Power ON] 버튼, 

[Standby] 버튼, [Op. Lock] 버튼을 제외한 라이브 스크린 [Live]의 모든

버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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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

컴퓨터 키보드의 [F5] 키를 누릅니다.

Mac 용 :

컴퓨터 키보드의 [Command] + [R] 키를 누릅니다.

• 작동이 대기 모드로 변환될 때 :

현재 줌, 포커스, 조리개 위치는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전원 ON 프리셋)

• 작동이 전원 ON 모드로 변환될 때 :

줌, 포커스 조리개는 작동이 대기 모드로 전환될 때 메모리(전원 ON

프리셋)에 저장된 위치로 조정됩니다.

10. 작동 잠금 버튼 [Op. Lock]

[Op.Lock]

이 버튼을 이용하여 콘트롤 스크린의 팬, 틸트, 줌,

포커스, 밝기, 속도, 프리셋, 씬 작동의 작동을

잠급니다.

또한 이 버튼으로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메뉴 작동,

[CAM/BAR] 버튼과 [Power ON] 버튼/[Standby]

버튼을 잠궈 우발적으로 실행되는 작동을 방지합니다.

11. 메인 영역(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

연결된 카메라의 IP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Tally 램프가 켜졌을 때, 영역 프레임이 적색으로 변합니다.

Tally 램프가 꺼졌을 때, 디스플레이 영역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디스플레이 영역 내에서 마우스 휠의 작동은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줌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참 조>

• 촬영 씬이 매우 넓으면, 설치된 작동 시스템의 그래픽 프로세싱(GDI)에

의해 강제되는 제한이 사용되는 컴퓨터에 따라 다르지만 소위 “스크린 

찢기”(픽쳐의 일부가 동기화되어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 Windows 운영 컴퓨터에서, [H.264 transmission](→ 73 페이지)이

[On]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H.264 이미지와 JPEG 이미지는 디스플레이

될 수 있습니다. [Off]로 설정되어 있으면, JPEG 이미지만 나타납니다.

• OS X 운용 컴퓨터(Mac)에서, [H.264 transmission] 설정과 관계없이,

JPEG 이미지만 나타납니다.

(H.264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H.264 transmission]이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JPEG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는 H.264 이미지가 전송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JPEG 이미지가 리프레쉬되는 속도는 네트워크 환경, 사용되는 컴퓨터의

성능, 피사체, 액세스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대 14명의 사용자(H.264 이미지와 JPEG 이미지를 수신하는 사용자로 

구성됩니다.)가 동시에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유닛에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Android 터미널의 최대 숫자는 1 입니다.)

하지만, [Bandwidth control(bit rate)]와 [max bit rate(per client)]에

대한 설정에 따라,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숫자는 14명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access

•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최대 숫자가 상한을 초과하면,

허용된 최대 숫자보다 많은 사용자가 유닛에 액세스한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OS X 운영 컴퓨터(Mac)의 경우, “      ” 아이콘이 블랙 스크린이 

블랙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된 메인 영역의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 [Tally]에 대해 [Disable]이 선택되면(→ 56, 85 페이지), 카메라의

tally 램프는 tally 시그널이 입력되어도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인 영역의 영역 프레임(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은 적색으로

바뀝니다.

12. 줌 [Zoom]

[D-Zoom]
디지털 줌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D-Extender]
디지털 익스텐더를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1.0]
이 버튼으로 줌(배율)를 1.0x로 조정합니다.

[-]

이 버튼으로 줌(배율)을 Wide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

이 버튼으로 줌(배율)을 Tele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13. 포커스 [Focus]

[Auto]

이 버튼으로 자동과 수동 포커싱 사이를 전환합니다.

자동이 선택되면, 포커서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Near]

이 버튼으로 포커스가 Near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O.T.AF]

포커스가 수동으로 조정되는 동안 이 버튼이 눌려지면

포커스는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Far]

이 버튼으로 포커스가 Far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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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콘트롤 패드와 그 버튼

수평 혹은 수직 방향(패닝 혹은 틸팅)으로 이미지를 
조정하려면, 패드와 버튼을 좌클릭합니다.  
패드의 바깥쪽을 클릭할 수록, 카메라가 더 빨리

작동합니다. 

마우스 드래깅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패드를 우클릭하여 줌잉과 포커싱을 시작합니다.

패드의 윗쪽 절반이 상 혹은 하 방향으로 클릭되면,

줌(배율)은 Tele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아래쪽 절반이 클릭되면, 줌은 Wide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패드의 좌측 절반이 좌 혹은 우 방향으로 클릭되면, 
포커스는 Near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우측 절반이 좌 혹은 우 방향으로 클릭되면,

포커스는 Far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줌잉은 마우스 휠의 작동으로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 조>

• 마우스가 콘트롤 패드 영역에서 이 영역의 바깥 위치로 드래깅과

드롭에 사용되면, 패닝, 틸팅, 다른 작동은 정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콘트롤 패드 영역을 클릭하여 이 작동을 정지합니다.

15. 밝기 [Brightness]

[-]

이 버튼으로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

이 버튼으로 이미지를 더 밝게 만듭니다.

자동 조정 도중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Auto]

이 버튼으로 자동과 수동 사이의 밝기 조정을 전환합니다.

Auto가 선택되면, 픽쳐 밝기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16. 속도 [Speed]

[Slow]

이 버튼으로 팬, 틸트, 줌, 포커스, 밝기 작동이 실행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17. 프리셋 [Preset]

[Home]

프리셋 위치가 풀 다운 메뉴에서 선택되고 [Move] 버튼이

클릭되면, 카메라 방향은 미리 등록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프리셋 위치는 프리셋 위치 스크린에서 등록됩니다.

[Move]

카메라 방향은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위치에서 만들어진 설정은 [Preset Scope] 메뉴(→ 56,

82, 84 페이지)에서 구성된 설정입니다.

카메라 방향은 풀 다운 메뉴에서 [Home]이 선택되면,

홈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경우, 홈 위치로 이동 도중 이미지 출력은 [Freeze

During Preset] 설정과 상관없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18. 씬 [Scene]

[Scene1]

풀 다운 메뉴에서 촬영 모드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모드로 전환합니다.

[Set]
촬영 모드는 풀 다운 메뉴에서 선택된 것으로 전환합니다.

19. 풀 스크린 디스플레이 버튼

풀 스크린 모드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메인 영역에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가 압축되면,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하여 이미지를 메인 영역에 정확한 해상도로  
디스플레이합니다.

이미지가 정확한 해상도로 디스플레이되면, 이미지는  
풀 스크린 모드로 디스플레이됩니다.

라이브 스크린으로 돌아가려면, 이미지가 풀 스크린 모드로  
디스플레이되는 도중 컴퓨터 키보드의 [Esc] 키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의 화면 비율은 모니터 크기에 따라

조정됩니다.

20. 스냅샷 버튼

스냅샷을 캡쳐하고(싱글 스틸 이미지) 별도의 윈도우에  
디스플레이합니다. 이미지를 우클릭할면 메뉴가 나타나고,  
[Save]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Print]를 클릭하여 프린터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 조>

• 다음의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 바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 -

[Security] 탭을 클릭하고 [Trusted Sites]를 선택하고 [Sites]를 클릭합니다.

나타나는 윈도우에 [Websites]의 카메라 주소를 등록합니다.

•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예를들면, 스냅샷 캡쳐가 시간이 특정 시간보다 

더 걸리면,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 오디오 버튼

오디오를 켜고 끕니다.(→ 57, 76 페이지)

이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디스플레이는        로 변경되고

유닛의 오디오는 컴퓨터에서 들을 수 없습니다.

커서(              )를 이동하여 볼륨을 3개의 레벨 중 하나로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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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스크린 [Live] : 멀티 디스플레이 모드

이 모드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 이미지는 하나의 스크린에서 모니터될 수 있습니다.(’멀티 스크린’으로 불립니다.)

4대 혹은 최대 16대의 카메라의 이미지가 한번에 모니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카메라의 이미지 타이틀이 클릭되면, 해당 카메라의 라이브 스크린 [Live](싱글 디스플레이 모드)는 별도의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멀티 스크린을 사용하려면, 멀티 스크린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가진 카메라가 미리 설정되어야 합니다.

4대의 카메라를 하나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최대 4개의 카메라 그룹(총 16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86 페이지)

4개의 서브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멀티 스크린 16개의 서브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멀티 스크린

1

1. 멀티 스크린 리스트 박스 [Multi-screen]
라이브 스크린 [Live] 디스플레이 방법은 여기에서 선택합니다.

(Single)

연결된 카메라의 IP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4Split 4/1 Group)

멀티 스크린 디스플레이용 카메라가 멀티 

스크린(→ 86 페이지)을 이용하여 미리 

설정되었으면, 하나의 스크린에서 여러 개의  
IP 비디오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4Split 4/2 Group)

(4Split 4/3 Group)

(4Split 4/4 Group)

(16Split)

<참 조>

• 멀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되는 IP 비디오는 JPEG 이미지만입니다.

• IP 이미지는 JPEG 포맷으로만 있고 오디오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이미지는 멀티 스크린의 [4:3] 화면 비율에 맞도록 수직으로 늘려집니다.

• IP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유닛의 전원이 꺼지거나 네트워크

케이블이 분리되면 라이브 스크린 [Live]에서 멀티 스크린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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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스크린 설정

웹 설정 스크린 [Setup]에 로그인

1. [Setup] 버튼을 클릭합니다.(→ 64 페이지)
로그인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한 초기 설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패스워드 12345

3.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스크린이 나타나면 [OK]를 다시 클릭합니다.

<참 조>

• 

• 대기 모드 도중, [Setup] 버튼이 불가능하고, 웹 설정 스크린 

[Setup]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웹 설정 스크린 [Setup]

유닛에 대한 설정은 이 스크린에서 선택됩니다.

<참 조>

• 설정 메뉴 작동은 액세스 레벨이 “1. Administrator”인 사용자에 의해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레벨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에 관해, 87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1

3

5

2

4

6

7

8

9

1. 기본 버튼 [Basic]
기본 버튼이 눌려지면, 기본 스크린이 메인 영역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 “기본 스크린”(→ 71 페이지)

2. 이미지/오디오 버튼 [Image/Audio]
이미지/오디오 버튼이 눌려지면, 이미지 스크린이 메인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이미지 스크린”(→ 72 페이지)

3. 멀티 스크린 버튼 [Multi-Screen]
멀티 스크린 버튼이 눌려지면, 멀티 스크린 설정 스크린이 메인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멀티 스크린 설정 스크린”(→ 86 페이지)

4. 사용자 관리 버튼 [User mng.]
사용자 관리 버튼이 눌려지면, 사용자 관리 스크린이 메인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사용자 관리 스크린”(→ 87 페이지)

5. 네트워크 버튼 [Network]
네트워크 버튼이 눌려지면,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이 메인 영역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89 페이지)

6. 유지 보수 버튼 [Maintenance]
유지 보수 버튼이 눌려지면, 유지 보수 스크린이 메인 영역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 “유지 보수 스크린”(→ 10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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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사용된 초기 설정이 남아 있을 때, 인증 후에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변경할 것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 “admin”의 사용자 이름에

대한 패스워드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패스워드는 정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7. 전원 ON 버튼 [Power ON] /

대기 버튼 [Standby]

[Power ON]
유닛을 켭니다.

[Standby]

유닛을 대기 모드로 설정합니다.

대기 모드로 들어갈 때, 디스플레이는 자동으로 라이브 모드로 전환됩니다. 
게다가, 라이브 스크린 [Live]에서 [Setup] 버튼이 불가능하면, 웹 설정  
스크린 [Setup]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8. 메인 영역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9. 카메라 타이틀 디스플레이 영역
기본 스크린 [Basic]에서 구성된 유닛에 대한 이름(→ 71 페이지)이

나타납니다.

기본 스크린 [Basic]

Camera title
카메라의 이름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Setup] 버튼이 클릭되면, 입력 이름이 카메라 타이틀 디스플레이 영역에

나타납니다.

• 초기 설정은 유닛의 모델 번호입니다.

• 0 - 20자의 반각 크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글자가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반각 크기  
글자

0123456789

반각  
알파벳  
글자

(대문자와 소문자)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심볼 ! #$%´()*+,-./:;<=>?@[]^_`{|}˜\

Automatic installation of viewer software
다음 설정 중의 하나가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의 자동 설치로

선택됩니다.

설정값 :

On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Off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n

Smoother live video display on the browser (buffering)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에서 유닛으로부터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정값 :

On 부드러운 디스플레이를 위해 컴퓨터에 유닛에서의  
이미지를 임시로 저장합니다.

Off 컴퓨터에 유니시에서의 이미지를 임시로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합니다.  

초기 설정 : On

<참 조>

• 이미지와 오디오는 “Network Camera View 4S”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보거나 들을 수 없습니다.

• 유닛의 웹 설정 스크린 [Setup]의 [Maintenance] 메뉴의 [Product 

info.] 탭에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횟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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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스크린 [Image]

 ■ IP 비디오 설정 탭 [Video over IP]
이미지 퀄리티에 관련된 설정뿐만 아니라 JPEG 이미지와 H.264 이미지 

설정은 이 스크린에서 선택됩니다.

 ● Initial display settings for “Live” page
라이브 스크린 [Live]에 대한 초기 디스플레이 설정을 설정합니다.

Stream
라이브 스크린 [Live]에 디스플레이하는 이미지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H.264(1) 비디오(H.264(1))를 디스플레이합니다.

H.264(2) 비디오(H.264(2))를 디스플레이합니다.

H.264(3) 비디오(H.264(3))를 디스플레이합니다.

H.264(4) 비디오(H.264(4))를 디스플레이합니다.

JPEG(1) 스틸 이미지(JPEG(1))를 디스플레이합니다.

JPEG(2) 스틸 이미지(JPEG(2))를 디스플레이합니다.

JPEG(3) 스틸 이미지(JPEG(3))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초기 설정 : H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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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interval (JPEG)
JPEG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59.94Hz 용 :

1fps/2fps/3fps/5fps/6fps*  /10fps*  /15fps*  /30fps*

50Hz 용 :

1fps/2fps/5fps/10fps*  /12.5fps*  /25fps*1

초기 설정 : 5fps

*1 [H.264 transmission]이 [On]으로 설정되면, 프레임 레이트는

일부 경우 지정된 값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참 조>

• 프레임 레이트는 네트워크 환경, 해상도, 이미지 퀄리티, 액세스 볼륨

등에 따라 느려질 수 있습니다.

• 이미지가 지정된 프레임 레이트로 전송되지 않으면, 해상도 혹은 이미지

퀄리티를 낮추는 것은 지정된 값에 더욱 가까운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Image quality (JPEG)
라이브 스크린에 JPEG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때, [Quality1] 혹은 

[Quality2]로 나타나는 첫번째 이미지의 퀄리티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Quality1 이미지 퀄리티 1

Quality2 이미지 퀄리티 2

초기 설정 : Quality1

 ● JPEG
[JPEG(1)], [JPEG(2)], [JPEG(3)]에 대한 해상도와 퀄리티 설정을 

설정합니다. H.264 이미지에 대한 설정의 상세 내용은 “H.264(1) • 
H.264(2) • H.264(3) • H.264(4)”(→ 73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참 조>

• 다른 해상도가 [JPEG(1)] - [JPEG(3)]용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같은 해상도는 별도의 JPEG 이미지용으로 선택될 수 없습니다.

Image capture size
JPEG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때 디스플레이되는 이미지용으로 아래의

해상도에서 선택합니다.

설정값 :

1920x1080/1280x720/640x360/320x180/160x90 
초기 설정 :

JPEG(1) : 1920×1080

JPEG(2) : 640×360

JPEG(3) : 320×180

Image quality
각 해상도에 대해 JPEG 이미지 퀄리티(2 타입)를 지정합니다.

설정값 :

0 Super fine/1 Fine/2/3/4/5 Normal/6/7/8/9 Low

초기 설정 :

이미지 퀄리티 1 : 5 Normal

이미지 퀄리티 2 : 8

 ● H.264(1) • H.264(2) • H.264(3) • H.264(4) 
H.264 이미지에 대해 [Max bit rate(per client)], [Image capture

size], [Image quality]와 다른 설정을 지정합니다.

JPEG 이미지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JPEG”(→ 73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H.264 transmission
H.264 이미지를 전송할지 여부는 여기에서 On 혹은 Off를 사용하여

설정값 :

On H.264 이미지가 전송됩니다.

Off H.264 이미지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n

<참 조>

• [H.264 transmission] 설정으로 [On]이 선택되면, H.264 이미지와

JPEG 이미지 모두 라이브 스크린 [Live]에서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 [H.264 transmission] 설정으로 [On]이 선택되면, JPEG 이미지

리프레쉬 간격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Internet mode (over HTTP)
H.264 이미지가 인터넷에서 전송될 때 이 설정이 선택됩니다.  
H.264 이미지는 JPEG 이미지를 전송할 때와 동일한 브로드밴드 라우터

설정을 사용하여 전송될 수 있습니다.

설정값 :

On H.264 이미지와 오디오는 HTTP  포트를 이용하여 전송됩니다.

HTTP  포트 번호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9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Off H.264 이미지와 오디오는 UDP 포트를 이용하여 전송됩니다.

초기 설정 : Off

<참 조>

• [On]이 설정되면, [Transmission type] 설정으로 [Unicast 

port(AUTO)]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 [On]이 설정되면, H.264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기 전에 몇 초 걸립니다.

• 이것이 [On]으로 설정되면, H.264 이미지는 동시에 유닛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숫자와 오디오 데이터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이 [On]으로 설정되면, 액세스는 IPv4로 제한됩니다.

Image capture size
H.264 이미지에 대한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옵션은 선택된 해상도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설정값 :

H264(1) 1920 × 1080

1280 × 720

H264(2) 1920 × 1080

1280 × 720

640 × 360

320 × 180

160 × 90

H264(3) 1280 × 720

640 × 360

320 × 180

160 × 90

H264(4) 1280 × 720

640 × 360

320 × 180

160 × 90

초기 설정 :

H.264(1): 1920×1080

H.264(2): 640×360

H.264(3): 320×180

H.264(4): 160×90

Transmission priority
H.264 이미지에 대한 전송 모드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Constant bit rate  [Max bit rate(per client)]에서 지정된 비트

레이트에서 H.264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Frame rate [Frame rate]에서 지정된 프레임 레이트에서  
H.264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Best effort 네트워크 대역폭에 따라 [Max bit rate(per client)]

에서 지정된 최대와 최소 사이의 다양한 비트  
레이트에서 H.264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Advanced VBR [Frame rate]에서 지정된 프레임 레이트에서 

H.264 이미지를 전송합니다. 이미지는 [Control

time period]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평균 전송 

볼륨이 [Max bit rate(per client)]에서 지정된 비트

레이트가 되도록 전송합니다.

초기 설정 : 프레임 레이트  

<참 조>

• [Transmission priority]가 [Frame rate] 혹은 [Advanced VBR]로

설정되면, 연결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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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rate
H.264 이미지에 대한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59.94Hz 용 :

5fps*  /15fps*  /30fps*  /60fps*1

50Hz 용 :

5fps*  /12.5fps*  /25fps*  /50fps*

초기 설정 :

59.94Hz 용 : 30fps

50Hz 용 : 25fps

*1 [Frame rate]는 [Max bit rate(per client)] 설정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프레임 레이트는 지정된 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참 조>

• 이 설정은 [Transmission priority]가 [Frame rate] 혹은 [Advanced

VBR]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 [H.264(1)]는 60fps(59.94 Hz)와 50fps(50Hz)로 고정됩니다.

60fps(59.94 Hz)와 50fps(50Hz)는 [H.264(2)] - [H.264(4)]로 

선택될 수 없습니다.

Burst tolerance level
[Max bit rate(per client)] 값보다 얼마나 많이 선택하여 H.264 비트

레이트를 감안할지 선택합니다

설정값 :

High / Middle/Low

초기 설정 : Low

<참 조>

• 이 설정은 [Transmission priority]가 [Advanced VBR]로 설정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Control time period
H.264 비트 레이트가 콘트롤되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평균 전송 볼륨이 [Max bit rate(per client)]에서

지정된 비트 레이트가 되도록 이미지는 전송됩니다.

설정값 :

1h 1 hour

6h 6 hours

24h 1 day (24 hours)

1 week 1 week

초기 설정 : 24h

<참 조>

• 이 설정은 [Transmission priority]가 [Advanced VBR]로 설정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Max bit rate (per client)
클라이언트 당 H.264 비트 레이트를 지정합니다.

[Transmission priority]가 [Best effort]로 설정되었을 때, 최대와 최소

비트 레이트를 지정합니다.

설정값 :

64kbps/128kbps*  /256kbps*  /384kbps*  /512kbps*  /1

768kbps*  /1024kbps*  /1536kbps*  /2048kbps*  /3072kbps*  /

4096kbps*  /6144kbps*  /8192kbps*  /1024kbps*  /

12288kbps*  /14336kbps*  /16384*  /20480kbps*  /

24576kbps*

초기 설정 :  
H.264(1) : 4096kbps

H.264(2) : 1536kbps

H.264(3) : 1024kbps

H.264(4) : 512kbps

지정할 수 있는 H.264 비트 레이트의 범위는 해상도에 따라 다릅니다.

• 160 x 90 : 64kbps - 2048kbps

• 320 x 180, 640 x 360 : 64kbps - 4096kbps

• 1280 x 720 : 256kbps - 8192kbps

• 1920 x 1080 : 512kbps - 14336kbps

• 1920 x 1080(60fps), 1280 x 720(60fps) :

1024kbps - 24576kbps

*1 H.264 비트 레이트는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의 [Network]

탭의 [Bandwidth control(bitrate)](→ 90 페이지)로 제한됩니다.

실제 비트 레이트는 지정된 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Image quality

H.264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퀄리티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Low(Motion priority) / Normal / Fine(Image quality priority)

초기 설정 : Normal

<참 조>

• 이 설정은 [Transmissio priority](→ 73 페이지)가 [Constant bit rate]
(→ 혹은 [Best effort]로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Refresh interval
H.264 이미지(I-frame 간격 : 0.2 - 5초)에 대한 리프레쉬 간격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에러가 자주 발생하면, 리프레쉬 간격의 감소는 이미지

왜곡을 줄입니다.

하지만, 프레임 레이트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

59.94Hz 용 :

0.2s / 0.25s / 0.33s / 0.5s / 1s / 2s / 3s / 4s / 5s

50Hz 용 :

0.2s / 0.5s / 1s / 2s / 3s / 4s / 5s

초기 설정 : 1s

74

웹 스크린 설정(계속)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Transmission type
H.264 이미지에 대한 전송 포맷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Unicast port 
(AUTO)

최대 14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nicast port1(Image)]와 [Unitcast port2

(Audio)]는 이미지와 오드오가 카메라에서 보내지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H.264 이미지를 전송하는 포트 번호가 고정될 필요가

없을 때(예  :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때), [Unicast

port(MANUAL)] 설정을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Unicast port 
(MANUAL)

최대 14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nicast port1(Image)]와 [Unitcast port2

(Audio)]는 이미지와 오드오가 카메라에서 보내지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H.264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때, 광대역

라우터(이하 “라우터”)(→ 89 페이지)에 대해 고정

전송 포트를 설정합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ulticast port 제한없는 숫자의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멀티캐스트를 통해 H.264를 전송할 때, [Multicast

address], [Multicast port], [Multicast TTL/

[HOPLimit]를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Unicast port(AUTO)

<참 조>

동시 액세스에 대한 최대 숫자에 대한 상세 내용은, 64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Unicast port1 (Image)*1

유니캐스트 포트 번호(유닛에서 이미지를 보낼 때 사용되는)를 입력합니다.

이용 가능한 포트 번호 : 1024

• 짝수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포트 번호는 10670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초기 설정 :

H.264(1) : 32004

H.264(2) : 32014

H.264(3) : 32024

H.264(4) : 32034

*1 유니캐스트 포트 번호는 [Transmission type]이 [Unicast port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설정되어야 합니다.

 
Unicast port2 (Audio)*1

사용 가능한 포트 번호 범위 : 1024 - 50000

• 짝수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포트 번호는 10670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초기 설정 :  
H.264(1) : 33004

H.264(2) : 33014

H.264(3) : 33024

H.264(4) : 33034

*1 유니캐스트 포트 번호는 [Transmission type]이 [Unicast port

(MANUAL)]로 설정되었을 때 설정되어야 합니다.

Multicast address*2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이미지와 오디오는 지정된 IP 어드레스로 보내집니다.

사용 가능한 값 :

IPv4 : 224.0.0.0 - 239.255.255.255

IPv6 : FF로 시작하는 멀티캐스트 어드레스

초기 설정 :  
H.264(1) :  239.192.0.20

H.264(2) :  239.192.0.21

H.264(3) :  239.192.0.22

H.264(4) :  239.192.0.23

<참 조>

• 이 설정을 입력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를 

Multicast port*2

멀티캐스트 포트 번호(유닛에서 이미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를
 

입력합니다.

사용 가능한 포트 번호 범위 : 1024

• 짝수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포트 번호는 10670으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초기 설정 : 37004

<참 조>

• 유닛에서 오디오를 보낼 때, 멀티캐스트 포트에 추가된 “1000” 단위
 

포트 번호가 사용됩니다.

Multicast TTL/HOP Limit*2

멀티캐스트용으로 TTL/HOPLimit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 가능한 값 : 1 - 254

초기 설정 :  16

<참 조>

• 인터넷을 통한 H.264 이미지를 전송할 때, 전송된 이미지는 프록시 서버

설정, 방화벽 설정 등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멀티플 LAN 카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멀티캐스트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할 때, 수신에 사용되지 않은 LAN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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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디오 [Audio]
오디오 설정을 구성합니다.

<참 조>

• 이미지와 오디오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지와 오디오는

sync가 약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오디오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넘어갈 수 있습니다.

Audio
유닛과 컴퓨터 사이에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모드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Off 유닛과 컴퓨터 사이에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오디오에 관련된 모든 설정과 콘트롤이 불가능합니다.

On 컴퓨터가 유닛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컴퓨터에서

오디오와 같이 이미지를 보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지와 오디오는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Audio encoding format
오디오 압축 포맷을 선택합니다.

현재, AAC-HQ(Hi quality)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정 : AAC-HQ

Audio bit rate
오디오 전송용 비트 레이트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64kbps / 96kbps / 128kbps

초기 설정 : 128kbps

 
Mic input volume

컴퓨터에서 들을 때 유닛에서 오디오의 볼륨을 설정합니다.

설정값 :

MicHigh 볼륨을 높게 설정합니다. 오디오가 마이크로폰을 거쳐  
카메라로 입력될 때 사용합니다.

MicMiddle 볼륨을 중간으로 설정합니다. 오디오가 마이크로폰을 거쳐  
카메라로 입력될 때 사용합니다.

MicLow 볼륨을 낮게 설정합니다. 오디오가 마이크로폰을 거쳐  
카메라로 입력될 때 사용합니다.

Line High 볼륨을 높게 설정합니다. 오디오가 라인 입력을 거쳐  
카메라로 입력될 때 사용합니다.

Line Middle 볼륨을 중간으로 설정합니다. 오디오가 라인 입력을 거쳐

카메라로 입력될 때 사용합니다.

Line Low 볼륨을 낮게 설정합니다. 오디오가 라인 입력을 거쳐  
카메라로 입력될 때 사용합니다.

초기 설정 : Line Middle

Mic input interval
현재, 이 설정은 이용 불가능입니다.

Plugin Power
플러그인 파워를 켜고 끕니다.

Off 플러그인 파워를 켭니다.

On 플러그인 파워를 끕니다.

<참 조>

• [Mic input volume]이 [Mic High], [Mic Middle], [Mic Low]로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  이미지 조정/프리셋 위치 스크린  
[Image/Position]

이미지 퀄리티 조정/프리셋 위치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합니다.

Image adjust
[Setup] 버튼을 클릭할 때, 이미지 조정 스크린 [Image adjust]가  
나타납니다.(→ 77 페이지)

Preset position
[Setup] 버튼을 클릭할 때, 프리셋 위치 스크린 [Preset position]이  
나타납니다.(→ 8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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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조정 스크린 [Image adjust]
이미지 퀄리티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조정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이미지/위치 스크린의 하단에서

[Image adjust]에 대한 [Setup]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스크린([Scene] 제외)에서 설정이 즉시 적용됩니다.

Scene

촬영 환경에 따라 촬영 모드를 전환합니다.

촬영 조건 혹은 기호를 근거로 촬영 모드를 선택합니다.

풀 다운 메뉴에서 촬영 모드를 선택하고, [Set]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모드로 전환합니다.

설정값 :

Scene1

Scene2

Scene3

Scene4

다양한 촬영 조건과 기호에 대해 수동으로 상세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모드입니다.

Brightness

Picture Level

자동 노출 정정용으로 타깃 픽쳐 레벨을 설정합니다.

아래 자동 노출 정정 기능 중 하나가 [Auto] 혹은 [ELC]로 설정될 때

가능합니다.

• [Iris Mode]가 [Auto]로 설정될 때

• [Shutter Mode]가 [ELC]로 설정될 때

• [Gain]이 [Auto]로 설정될 때

설정 범위 : -50 - +50

초기 설정 :  0

Iris Mode

조리개를 자동 혹은 수동으로 조정하도록 선택합니다.

설정값 :

Manual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Auto 노출 정정이 [Picture Level]에서 지정된 타깃 레벨에 

맞도록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참 조>

• [Frame Mix]가 [18dB] 혹은 [24dB]로 설정될 때 [Iris Mode]는 

[Auto]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Shutter Mode

카메라 셔터 속도를 선택합니다.

높은 셔터 속도가 선택되면, 빨리 움직이는 피사체가 쉽게 흐릿해지지

않지만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설정값 :

Off 셔터가 OFF로 설정됩니다.

Step 스텝 셔터가 설정(스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됩니다.

Synchro synchro 셔터가 설정(설정은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ELC 전자 셔터가 콘트롤되고 광량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초기 설정 : Off

설정할 수 있는 셔터 속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닛의 주파수로 59.94 Hz가 설정되었을 때 :

[Shutter Mode]로

[Step]이 선택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선택되었을 때

59.94p/  

59.94i 용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60.15Hz - 642.21Hz

(255 스텝)

29.97p 용 1/30, 1/60, 1/120,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23.98p 용 1/24, 1/60, 1/120,1/250,

1/500, 1/1000, 1 /2000,

1/4000, 1/10000

유닛의 주파수로 50 Hz가 설정되었을 때 : 

[Shutter Mode]로

[Step]이 선택되었을 때

[Shutter Mode]로

[Synchro]가

선택되었을 때

 50p/ 50i 용 :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50.15Hz - 535.71 Hz

(255 스텝)

25p 용 : 1/25,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참 조>

• [Shutter Mode]가 29.97P, 23.98P, 25P 모드에서 [OFF]로 

설정되었을 때, 셔터 속도는 [1/50]으로 설정됩니다.

Gain

이미지 게인은 여기에서 조정됩니다.

너무 어두운 장소에서, 게인을 위로 조정하고 반대로, 너무 밝은 곳에서는

게인을 아래로 조정합니다.

설정 범위 : Auto,0dB - 36 dB

[Auto]가 설정되면, 광량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게인이 증가하면 노이즈가 증가합니다.

초기 설정 : 0dB

<참 조>

• [Frame Mix]가 [18 dB] 혹은 [24 dB]로 설정되면 [Gain]은 [Auto]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AGC Max Gain

[Gain] 설정으로 [Auto]가 선택되면, 최대 게인업 양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설정값 :  6dB / 12dB / 18dB

초기 설정 : 1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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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Mix

프레임 추가(센서 스토리지를 이용한 게인업) 양을 선택합니다.

프레임 추가가 실행되면, 이미지는 일부 프레임이 없어진것 처럼

나타납니다.

설정값 :  Off / 6dB / 12dB / 18dB / 24dB

초기 설정 : Off

• 포맷이 1080/ 29.97p, 1080/23.98p, 1080/29.97PsF, 1080/

23.98PsF, 1080/25p, 1080/25PsF일 때 설정될 수 없습니다.

• [Iris Mode], [Gain], [Focus Mode]가 [Auto]로 설정되었을 때,

[Frame Mix]는 [18dB] 혹은 [24dB]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Frame Mix]를 [18dB] 혹은 [24dB]로 설정할 때, [Iris Mode]와 

[Focus Mode]를 [Manual]로 설정하고 [Gain]을 [Auto]가 아닌 다른 

<참 조>

• 형고아등과 수은등과 같은 방전형 튜브 조명 아래에서, 밝기는 동시에

변경될 수 있고, 컬러가 변경될 수 있고 수평 줄무늬가 이미지 상하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50 Hz 파워 서플라이 주파수 지역에서는 전자 셔터 속도를

1/100dmfh, 60 Hz 파워 서플라이 주파수 지역에서는 OFF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ND Filter

렌즈의 내장 ND(neutral density) 필터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Through ND 필터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1/8 ND 필터 투명도를 1/8로 설정합니다.

1/64 ND 필터 투명도를 1/64로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 :  Through

Day/Night

표준 촬영과 나이트비젼 촬영(적외선으로 촬영)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설정값 :

Day 표준 촬영(주간 모드)

Night 나이트 비젼(야간 모드)

초기 설정 : Day

<참 조>

• 조리개가 강제로 열립니다.

•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ND 필터 전환이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페데스털 조정이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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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a Level

이미지의 컬러 농도(크로마 레벨)을 여기에서 설정합니다.

설정 범위 : OFF, -99% - 40%

초기 설정 :  0%

White Balance Mode

화이트 밸런스 모드를 설정합니다.

광원의 성질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컬러링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퍼런스로 작용하는 화이트 컬러가 인식될 수 있으면, 피사체는 

자연스러운 컬러링으로 촬영될 수 있습니다.

설정값 :

ATW 광원 혹은 색온도에서 변경이 있어도, 이 모드에서 연속적인

자동 조정 프로세스에 의해 화이트 밸런스가 자동으로

보정됩니다.

AWB A

AWB B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고 화이트 밸런스가 실행되면,

얻어진 조정값은 선택된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런 후에 AWB A] 혹은 [AWB B]가 선택되면, 선택된 메모리에

저장된 화이트 밸런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3200K 광원으로 3200K 할로겐 조명이 사용될 때 이상적인 화이트 

밸런스 모드입니다.

5600K 광원으로 5600K 햇빛 혹은 형광등이 사용될 때 이상적인

화이트 밸런스 모드입니다.

VAR 2000K와 15000 K 사이에서 색온도를 지정합니다.

초기 설정 : AWB

AWB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는 자동 화이트 밸런스(AWB)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32 페이지)

Color Temperature

2,000K와 15,000K 사이의 색온도를 지정합니다.

[White Balance Mode]가 [VAR]로 설정될 때 가능합니다.

설정 범위 : 2000K - 15000K

초기 설정 : 3200K

R Gain

R 게인이 조정되도록 합니다.

[White Balance Mode]가 [AWB A], [AWB B], [VAR]로 설정될 때 

가능합니다.

설정 범위 : -150 - +150

초기 설정 : 0

B Gain

B 게인이 조정되도록 합니다.

[White Balance Mode] 설정으로 [AWB A], [AWB B], [VAR]이 

선택되었을 때 이 설정이 효과가 있습니다.

설정 범위 : -150 - +150

초기 설정 : 0

ABB

블랙 밸런스를 설정하는 자동 블랙 밸런스(ABB)를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34 페이지)

Pedestal

이 아이템은 블랙 레벨을 조정하는데 사용됩니다.(페데스털을 조정합니다.)

마이너스 설정이 선택되면 이 부분은 더 어두워지고, 반대로 플러스 설저이

선택되면 더 밝아집니다.

설정 범위 : -150 - +150

초기 설정 : 0

R Pedestal

R 페데스털이 조정되도록 합니다.

동일한 R 페데스털이 모든 씬에 사용됩니다.

설정 범위 : -100 - +100

초기 설정 : 0

B Pedestal

B 페데스털이 조정되도록 합니다.

동일한 B 페데스털이 모든 씬에 사용됩니다.

설정 범위 : -100 - +100 

초기 설정 : 0

Detail

아웃라인(이미지 선명도) 조정을 켜고 끕니다.

설정 범위 : Off/On

초기 설정 : On

Master Detail

아웃라인(이미지 선명도) 조정을 실행합니다.

높은 값일수록 아웃라인에서 선명도가 올라갑니다.

설정 범위 : 0 - 62

초기 설정 : 0

V Detail Level

수직 윤곽 정정 레벨을 조정합니다.

설정 범위 : -7 - +7

초기 설정 : 0

Detail Band 

Detail용 부스트 주파수를 설정하는 데 선택됩니다.

설정 범위 : -7(낮은 주파수) - +7(높은 주파수)

초기 설정 : 0

높은 주파수는 피사체에 적용되는 더욱 자세한 효과로 

이어집니다.

Noise Suppress

디테일 효과로 생성되는 스크린 노이즈를 줄여주는데

선택됩니다.

설정이 높을 수록, 노이즈가 더 많이 줄어듭니다.

설정 범위 : 0 - 60

초기 설정 : 1

Flesh Tone Noise SUP

이 기능은 피사체의 피부가 좀 더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촬영할 때 선택됩니다.

“High”가 선택되면, 효과가 향상됩니다.

설정 범위 : 0 - 31

초기 설정 :  16

Gamma Type

감마 커버의 형태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HD HD(High Definition) 비디오 감마 특징

SD 어두운 영역에서 게인이 HD 감마보다 높습니다.

FILMLIKE1 HD 감마보다 밝은 부분에서 더 나은 그라데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는 특징

FILMLIKE2 [FILMLIKE1]보다 밝은 부분에서 더 나은 그라데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는 특징

FILMLIKE3 FILMLIKE2]보다 밝은 부분에서 더 나은 그라데이션을 

재생성할 수 있는 특징

초기 설정 :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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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감마 정정 레벨을 조정합니다.

더 적은 값을 지정할수록 낮은 밝기 영역의 기울기에 대한 감마 커브가

더 부드러워지고 콘트라스트가 더 선명해집니다.

더 큰 값을 지정할 수록 어두운 영역에 대한 경사도가 확장되고 더 밝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낮은 밝기 영역에 대한 감마 커브는 더 기울어지고,

콘트라스트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설정 범위 : 0.30 - 0.75

초기 설정 : 0.45

DRS

높은 밝기/어두운 콘트라스트를 지닌 비디오가 디스플레이될 때 정정을  
실행하는 DRS 기능을 설정합니다.

[Low], [Mid], [High] 효과 레벨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씬에 따라, 노이즈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설정값 :  Off / Low / Mid/ High

초기 설정 : Off

<참 조>

• DRS가 가능할 때, knee 설정([Knee Mode], [Knee Point], [Knee

Slope])과 [Gamma Type]과 [Gamma]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Knee Mode

그라데이션 압축(knee)에 대한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Off knee 기능을 끕니다.

Auto knee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knee 포인트와 knee 기울기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Manual knee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knee 포인트와 knee 기울기를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 : Auto

Knee Point

매우 밝은 비디오 시그널에 대한 압축 레벨(knee) 위치를 설정합니다.

[Knee Mode]가 [Manual]로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설정 범위 :  70.0% - 107.0%

초기 설정 : 93.0%

Knee Slope

knee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Knee Mode]가 [Manual]로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설정 범위 :  0 - 99

초기 설정 : 85

<참 조>

• [DRS]가 가능할 때, knee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White Clip

화이트 클립 기능을 켜고 끕니다.

설정 범위 : Off/On

초기 설정 : On

White Clip Level

화이트 클립 레벨을 설정합니다.

[White Clip]이 [On]으로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설정 범위 :  90% - 109%

초기 설정 :  109%

<참 조>

• [Knee Mode]가 [Auto]로 설정되고 화이트 클립 값이 변경되면,

knee mode 값도 변경됩니다.

DNR

야간과 낮은 조명 조건에서도 노이즈 없이 밝고, 깨끗한 이미지 출력을 

위해 디지털 노이즈 감소 레벨을 설정합니다.

[Low] 혹은 [High] 선택이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래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설정 범위 :  Off / Low / High

초기 설정 : Off

 ● 매트릭스 설정 스크린 [Matrix Settings]
매트릭스 설정을 설정합니다.

매트릭스 설정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이미지/위치 스크린의 하단에서

[Matrix Type]에 대한 [Setup] 버튼을 클릭합니다.

[Matrix Type]이 [User]로 설정되었을 때 이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린의 설정은 즉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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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Type
컬러 매트릭스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Normal 프리셋 컬러 매트릭스 데이터를 로드하고, 채도와 hue

조정을 실행합니다.EBU

NTSC

User [Linear Matrix]와 [Color Correction] 값을 조정합니다.

초기 설정 :  Normal

Linear Matrix
[Matrix Type] 설정으로 [User]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설정값 :

R-G 각 축 방향으로 -63 - +63 사이에서 컬러를 

조정합니다.R-B

G-R

G-B

B-R

B-G

Color Correction
[Matrix Type] 설정으로 [User]가 선택되었을 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채도와 hue를 조정합니다.

Saturation

각 컬러의 채도를 조정합니다.

설정 범위 : -63 - +63

Phase

각 컬러의 hue를 조정합니다.

설정 범위 : -63 - +63

B_Mg 블루와 마젠타 사이의 컬러

Mg 마젠타

Mg_R 마젠타와 레드 사이의 컬러

Mg_R_R 마젠타와 레드의 비율이 1:3인 컬러

R 레드

R_R_YI 레드와 옐로우의 비율이 3:1인 컬러

R_Yl 레드와 옐로우 사이의 컬러

R_Yl_Yl 레드와 옐로우의 비율이 1:3인 컬러

Yl 옐로우

Yl_G 옐로우와 그린 사이의 컬러

G 그린

G_Cy 그린과 시안 사이의 컬러

Cy 시안

Cy_B 시안과 블루 사이의 컬러

B 블루

 ● 프리셋 위치 스크린 [Preset position]
프리셋 위치와 관련된 작동과 조정을 실행합니다.

프리셋 위치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려면, 이미지 조정/프리셋 위치 스크린 

[Image/Position]에서 [Preset position]에 대한 [Setup]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스크린에서의 설정([Preset] 예외)은 즉시 적용됩니다.

 
Preset

풀다운 메뉴에서 작동될 프리셋 위치를 선택합니다.

(Set)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된 현재의 프리셋 위치에서 현재

상태가 등록되는데 사용됩니다.

[Home]이 풀다운 메뉴에서 선택되면 기능하지 않습니다.

(Move)

풀다운 메뉴에서 현재 선택된 프리셋 위치로 카메라 방향이

이동합니다.

이 위치에서 재생성된 설정은 [Preset Scope] 메뉴

(→ 56, 82, 84 페이지)에서 설정된 설정입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Home]이 선택되면 카메라 방향이 

홈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런 경우, 홈 위치로 이동하는 도중 이미지 출력은 

[Freeze During Preset] 설정과 상관없이 고정됩니다.

(Delete)

현재 선택된 프리셋 위치 설정을 삭제하는데 사용됩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Home]이 선택되면 기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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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

Wide 방향으로 줌(배율)을 조정하는데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1.0)
줌(배율)을 1.0x로 조정하는데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

Tele 방향으로 줌(배율)을 조정하는데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D. Zoom)
디지털 줌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D. Ext)

디지털 익스텐더를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디지털 줌이 불가능할 때만 작동합니다.

Focus

(Near)

Ne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 기능하지 않습니다.

(O.T. AF)

포커스가 수동으로 조정되는 동안 이 버튼이 눌려지면,

포커스는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 기능하지 않습니다.

(Far)

F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 기능하지 않습니다.

(Auto)
자동과 수동 포커싱 사이에서 전환하는데 사용됩니다.

Brightness

(-)

이미지를 더 어둡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 기능하지 않습니다.

(+)

이미지를 더 밝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 기능하지 않습니다.

(Auto)

자동과 수동 사이에서 픽쳐 밝기 조정을 전환하는데

사용됩니다.

Control pad and its buttons

수평 혹은 수직 방향(패닝 혹은 틸팅)에서 이미지를 

조정하려면, 패드와 버튼을 좌클릭합니다.

패드의 바깥쪽을 클릭하면, 카메라 작동이 더 빨라집니다.

조정은 마우스의 드래깅으로도 가능합니다.

패드를 우클릭하여 줌잉과 포커스를 시작합니다.

패드의 윗쪽 절반이 상하 방향으로 클릭되면, 줌(배율)이

Tele 방향으로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아래쪽 절반이

클릭되면, 줌이 Wide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패드의 좌측 절반이 좌우 방향으로 클릭되면, Near

방향으로 포커스가 조정되고 반대로 패드의 우측 절반이

클릭되면 포커스는 Far 방향으로 조정됩니다.

줌잉은 마우스 휠을 작동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 조>

• 콘트롤 패드 영역에서 이 영역의 바깥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마우스가 사용되면, 패닝, 틸팅, 기타 작동이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콘트롤 패드 영역을 클릭하여 이 작동을 정지시킵니다.

Speed

팬, 틸트, 줌, 포커스, 밝기 작동이 실행되는 속도를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Speed With Zoom POS.
줌 확대와 함께 팬-틸트 조정 속도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에 대한

“Off” 혹은 “On”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설정값 :

Off
패닝과 틸팅 작동은 줌 상태에서 느려지지  
않습니다.

On
패닝과 틸팅 작동은 줌 상태에서 느려집니다.

이 기능은 프리셋 작동 도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Focus ADJ With PTZ.
패닝, 틸팅, 줌잉 작동 도중 발생할 때 포커스 아웃을 보상하는 기능에 대한

“Off” 혹은 “On”이여기에서 설정됩니다.

설정값 :

Off 포커스 아웃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On 포커스 아웃이 보상됩니다.

[Off]가 설정되면, 줌잉 후에 필요에 따라 포커스를 조정하거나 포커스를

자동 모드로 설정합니다.

이 아이템은 [Focus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 때만

선택될 수 있습니다.

Preset Setting
Preset Speed Table

프리셋 속도 테이블(Slow, Fast)을 설정합니다.

프리셋 재생 도중, 프리셋은 여기에서 설정된 테이블을 근거로 한 

[Preset Speed](1 - 30)에서 실행됩니다.

설정값 :

Slow 프리셋 속도 테이블을 느리게 설정합니다.

Fast 프리셋 속도 테이블을 빠르게 설정합니다.

 
Preset Speed

프리셋 메모리에 등록된 카메라 방향 정보를 불러올 때 사용되는 팬/틸트

이동 속도를 설정합니다.(30 스텝)

설정 범위 : 1 - 30

<참 조>

• 큰 [Preset Spped] 값을 설정할 때, 이미지는 이동이 정지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 [Preset Speed Table]이 [Fast]로 설정되었을 때, AW-HE120과

동등한 [Preset Speed] 값이 적용됩니다.

Preset Scope

여기에서 선택된 내용은 프리셋 메모리의 콘텐츠가 재생성될 때 불러오는

설정 아이템입니다.

설정값 :

Mode A 팬, 필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게인, 

화이트 밸런스 조정값

Mode B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Mode C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Freeze During Preset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기능을 켜고 끕니다.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프리셋 재생은 프리셋 재생의 출력이 시작되기

앞서 즉시 스틸 이미지로 실행됩니다.

이미지 고정은 프리셋 재생이 끝나면 릴리스됩니다.

설정값 :

Off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를 고정하지 않습니다.

On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를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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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Setting
팬-틸트 헤드의 상하좌우 한계 설정을 구성합니다.

먼저, 팬-틸트 헤드를 한계로 설정된 위치까지 이동하고, 해당 버튼을 

눌러 한계가 설정되는 방향(상, 하, 좌, 우)을 설정합니다.

각 설정이 선택된 후, 설정 버튼을 눌러 설정을 입력합니다.

Tilt Up
상한으로 현재의 위치를 저장할 대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Tilt Down
상한으로 현재의 위치를 저장할 대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Pan Left
좌측으로 현재의 위치를 저장할 대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Pan Right
유측으로 현재의 위치를 저장할 대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Set/Release
각 방향에 한계 설정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 시스템 스크린 [System]
이 메뉴는 genlock 페이스 조정과 카메라 출력 이미지 설정과 관련된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 Genlock
이 아이템의 설정은 즉시 반영됩니다.

Horizontal Phase
genlock 도중 수평 페이스를 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설정 범위 : -206 - +49

초기 설정 : 0

<참 조>

• HD와 SD 시그널의 수평 페이스가 별도로 조정될 수 없습니다.  
VIDEO OUT 시그널의 크로마 페이스 조정되 불가능합니다.

프리런 설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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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put
이 아이템 설정은 [Set] 버튼이 눌려질 때 반영됩니다.

Format
비디오 포맷은 이 스크린에서 변경됩니다.

[480/59.94p(i)]와 [576/50p(i)]에 대해, I 시그널이 SDI와 비디오 출력

으로 출력되는 반면 P 시그널은 HDMI용으로 출력됩니다.

설정값 :

59.94Hz 용 :

1080/59.94p, 1080/29.97p, 1080/23.98p, 1080/59.94i,

1080/29.97PsF, 1080/23.98PsF, 720/59.94p, 480/59.94p(i)

50Hz 용 :

1080/50p, 1080/25p, 1080/50i, 180/25PsF, 720/50p, 576/50p(i)

초기 설정 :   1080/59.94i (AW-HE130WP/AW-HE130KP)

1080/50i (AW-HE130WE/AW-HE130KE)

<참 조>

• HD 포맷에서 SD포맷으로 전환하거나 반대로 할 때, 포맷 설정 스크린이

나타난 후 유닛을 자동으로 재시작합니다.

Down CONV. Mode
다운 컨버젼 모드는 여기에서 선택됩니다.

설정값 :

Squeeze

 

SideCut

LetterBox

초기 설정 :  Squeeze

Frequency
이 아이템은 프레임 주파수를 전환하는데 선택됩니다.

설정값 :

59.94Hz/ 50Hz

• 주파수가 전환될 때, [Format]은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59.94Hz 50Hz

1080/59.94p Q 1080/50p

1080/29.97p Q 1080/25p

1080/23.98p J 1080/25p

1080/59.94i Q 1080/50i

1080/29.97PsF Q 1080/25PsF

1080/23.98PsF J 1080/25PsF

720/59.94p Q 720/50p

480/59.94p(i) Q 576/50p(i)

초기 설정 :   59.94Hz (AW-HE130WP/AW-HE130KP)

50Hz (AW-HE130WE/AW-HE130KE)

Color Bars Setup
[Frequency]가 [59.94Hz]로 설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VIDEO OUT 시그널에 대해 컬러 바 설정 레벨(Off : 0.0IRE, On : 7.5IRE)

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Off 0.0IRE

On 7.5IRE

초기 설정 : Off

 ● Others
이 아이템의 설정은 [Set] 버튼이 눌려질 때 반영됩니다.

Install Position
유닛을 설치할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Desktop” 혹은 “Hanging”이 

여기에서 선택됩니다.

설정값 :

Desktop 독립형 설치

Hanging 매달기형 설치

초기 설정 :  Desktop

• [Hanging]이 선택되면, 이미지의 상, 하, 좌, 우가 반대가 되고, 패닝과 

틸팅에 대한 상/하/좌/우 콘트롤도 뒤집어집니다.

Smart Picture Flip
[Auto]로 설정되고 틸트가 [Flip DetectAngle]로 설정된 각도가 되었을

때, 이미지는 수직 방향으로 자동으로 뒤집힙니다.

설정값 :

Off 이미지를 수직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Auto 틸트가 [Flip DetecAngle]로 설정된 각도가 되었을 때, 이미지는

수직 방향으로 자동으로 뒤집힙니다.

초기 설정 : Off

Flip Detect Angle
[Smart Picture Flip]이 [Auto]로 설정되었을 때 이미지가 수직 방향으로

자동으로 뒤집히는  틸트 각도를 설정합니다.

설정 범위 : 60° - 120°

초기 설정 : 90°

Preset Speed Table
프리셋 속도 테이블(Slow, Fast)를 설정합니다.

프리셋 재생 도중, 프리셋은 여기에서 설정된 테이블에 근거한 [Preset 

Speed](1 - 30) 값으로 실행됩니다.

설정값 : Slow / Fast

초기 설정 : Fast

Preset Speed
프리셋 메모리(30 스텝)에 등록된 카메라 방향 정보를 불러올 때 팬/틸트

이동 속도를 설정합니다.

설정 범위 : 1 - 30

초기 설정 : 20

• 큰 [Preset Speed] 값을 설정했을 때, 이미지는 이동이 정지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Preset Speed Table]이 [Fast]로 설정되었을 때, AW-HE120과 

동등한 [Preset Speed] 값이 적용됩니다.

Preset Scope
여기에서 선택된 것은 프리셋 메모리의 콘텐츠가 재생성될 때 불러오는

설정 아이템입니다.

설정값 :

Mode A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게인, 

화이트 밸런스 조정값

Mode B 팬, 틸트, 줌(디저털 줌 포함), 포커스, 조리개

Mode C 팬, 틸트, 줌(디지털 줌 포함), 포커스

초기 설정 : Mode A

Freeze During Preset
프리셋 재생 도중 이미지 고정에 대한 기능을 켜고 끕니다.

설정값 : Off /On

초기 설정 :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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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은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16:9로 설정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모니터가 4:3 화면 비율로 설정되면, 

이미지는 넓이 방향으로 압축되고 높이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이 설정은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4:3으로 설정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레퍼런스로 수직 높이를 사용하여, 

양 측면에서 이 길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잘려 각도의 뷰가

변경됩니다.

이 설정은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4:3으로 설정되었을 때 

사용됩니다. 레퍼런스로 수평 넓이를 사용하여,

상단과 하단에 검은 띠가 추가되어 앵글의 뷰가 변경됩니다.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프리셋 재생은 프리셋 재생의 출력이 시작되기

앞서 즉시 스틸 이미지로 실행됩니다.

이미지 고정은 프리셋 재생이 끝나면 릴리스됩니다.



Speed With Zoom POS.
줌 확대와 함께 팬-틸트 조정 속도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에 대한

“Off”와 “On”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On]이 설정되면, 패닝과 틸팅 작동이 줌 상태에서 느려집니다.

프리셋 작동 도중 이 기능은 효과가 없습니다.

설정값 : Off/On

초기 설정 : On

Focus Mode
포커스 조정 기능에 대해 자동 혹은 수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Auto 포커스를 항상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anual 포커스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초기 설정 :  Auto

<참 조>

• [Frame Mix]가 [18 dB] 혹은 [24 dB]로 설정되었을 때 [Focus Mode]

는 [Auto]로 설정될 수 없습니다.

Focus ADJ With PTZ.
패닝, 틸팅, 줌잉 작동 도중 발생할 때 포커스 아웃의 보상 기능에 대한 

“Off” 혹은 “On”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Off]가 설정되면, 줌잉 이후 필요에 따라 포커스를 조정하거나 포커스를

자동 모들 설정합니다.

[Focus Mode] 설정으로 [Manual]이 선택되었을때만 이 아이템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설정값 :

Off 포커스 아웃이 보상되지 않습니다.

On 포커스 아웃이 보상됩니다.

초기 설정 :  Off

Digital Zoom
디지털 줌 기능에 대한 “Enable” 혹은 “Disable” 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Enable]이 선택되었을 때 줌잉이 최대 위치를 넘어 Tele 방향으로 

실행되면, 디지털 줌은 연속으로 작동됩니다.

옵티컬 줌과 디지털 줌이 전환되는 위치에서 줌잉은 일시적으로 정지하므로,

이 위치에 정지한 후 다시 줌잉을 시작합니다.

이미 디지털 줌 영역일 때 설정이 “Disable”로 변경되면, 줌은 자동으로 

옵티컬 줌의 최대 위로 이동합니다.

설정값 :  Disable / Enable

초기 설정 : Disable

디지털 줌 도중 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될 때 디지털 줌은 off로 설정됩니다.

 
Max Digital Zoom

최대 디지털 줌 배율을 설정합니다.

설정값 :

x2 / x3 / x4 / x5 / x6 / x7 / x8 / x9 / x10

Digital Extender
디지털 익스텐더 기능을 끄고 켭니다.

[On]으로 설정될 때, 디지털 줌은 1.4x로 고정됩니다.

[Digital Zoom]이 [Enable]로 설정되면, [Digital Extender]가 

설정값 :Off/On

초기 설정 : Off

OIS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OIS) 기능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설정값 : Off/On

초기 설정 : Off

<참 조>

• 옵티컬 이미지 안정화(OIS) 기능의 정정 레벨은 팬/틸트 작동 도중

줄어듭니다.

Tally
tally 콘트롤 시그널을 이용하여 tally 램프를 켜거나 끄는 기능에 대해

“Enable” 혹은 “Disable”이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설정값 :  Disable / Enable

초기 설정 : Enable

Tally Brightness 
tally LED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설정값 :  Low / Mid/High

초기 설정 : Low

<참 조>

• [Low]로 설정되었을 때, LED 밝기는 AW-HE120의 밝기와 동등합니다. 

OSD Mix
각 출력 이미지에 대한 카메라 메뉴, 상태, 기타 디스플레이를 끄고 켜는

것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Off/On

초기 설정 : On

SDI Out

HDMI Out

Video Out

IP
[On]으로 설정되었을 때, 해당 출력 이미지에 대한 카메라 메뉴, 상태,

기타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설정값 :

Off
카메라 메뉴와 상태는 위 목록의 설정 아이템으로 정해진 출력

픽쳐에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On
카메라 메뉴와 상태는 위 목록의 설정 아이템으로 커버되는 

출력 픽처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초기 설정 : On

<참 조>

• [Off]로 설정되었을 때, 카메라 메뉴는 유닛이 켜진 후에 약 1분 정도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OSD Off With Tally
tall 시그널이 커맨드나 콘택트를 통해 수신되었을 때 카메라 메뉴, 상태,

기타 디스플레이를 끄는 기능을 On 혹은 Off합니다.

tally 시그널이 릴리스되면,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가 돌아갑니다.

설정값 : Off/On

초기 설정 : Off

OSD Status
AWB와 ABB 도중 상태 디스플레이를 켜고 끕니다.

설정값 : Off/On

초기 설정 : Off

Model Select
표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프로토콜 모델을 설정합니다.

[Reserved1]- [Reserved7]에서 선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닛의 하단에서 서비스 스위치(SW4)가 ON으로 설정될 때 

나타납니다.

설정값 :

SEVIHD1  / SBRC300  / SBRCZ330  / Reserved1

초기 설정 :  SEVIH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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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스크린 설정 스크린 [Multi-Screen setup]

멀티 스크린에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카메라는 여기에서

설정됩니다.

IP address
멀티 스크린에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카메라의 IP 어드레스 혹은

호스트 이름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4대의 카메라가 하나의 그룹이 되어, 최대 4개 그룹의 카메라(총 16대의

카메라)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카메라의 HTTP 포트 번호가 변경되면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IPv4 주소 입력 예 http://192.168.0.10:8080

IPv6 주소 입력 예 http://[2001:db8:0:0:0:0:0:1]:8080

HTTPS를 통해 연결할 때는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입력 예 https://192.168.0.10/

최대 글자 수 1 - 128 반각 글자

초기 설정 :

Cam 1 : 셀프 카메라

Cam 2 - Cam 16 : 등록되지 않음

<참 조>

• HTTPS를 통해 연결할 때, 디스플레이되는 카메라에 대한 보안 인증을

설치합니다.(→ 99 페이지)

• IP 어드레스 혹은 호스트 이름으로 “selfcamera”가 디스플레이되는 

카메라용으로 이 유닛이 설정됩니다.

• 호스트 이름을 설정할 때, 멀티 스크린을 디스플레이하는 컴퓨터의 

DNS 설정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컴퓨터의 DNS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Camera title
카메라 타이틀을 여기에 입력합니다. 입력되는 카메라 타이틀은 멀티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최대 글자 수 0 - 20 반각 글자

유효하지 않은 글자 심볼

초기 설정 :

Cam 1 : 제품 번호가 나타납니다.

Cam 2 - Cam 16 : 공란

<참 조>

• 16 분할 멀티 스크린이 선택되면, 카메라 타이틀은 부분적으로만 

디스플레이될 수 있습니다.

• 멀티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4:3 화면 비율로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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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 스크린 [User mng.]

컴퓨터와 모바일 터미널에서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컴퓨터

(IP 어드레스)가 사용자 관리 스크린에서 등록됩니다.

사용자 관리 스크린은 [User auth.], [Host auth.], [Priority stream]의

3가지 탭으로 구성됩니다.

 ■ 사용자 인증 스크린 [User auth.]
사용자 관리 스크린 [User mng.]의 [User auth.] 탭을 클릭합니다.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와 모바일 터미널에 사용자 인증 설정을
 구성합니다.

최대 24명의 사용자가 등록될 수 있습니다.

<참 조>

• 동일 IP 어드레스(컴퓨터)에서 30초 내에 8회 이상 사용자 인증을 실패하면,
 유닛으로의 액세스는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User auth.
사용자 인증은 여기에서 “On” 혹은 “Off”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On 사용자 인증을 실행합니다.

Off 사용자 인증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Authentication 
사용할 사용자 인증 방법을 지정합니다.

설정값 :

Digest or Basic 간편 인증 혹은 기본 인증을 사용합니다.

Digest 간편 인증을 사용합니다.

Basic 기본 인증을 사용합니다.

초기 설정 : Digest

<참 조>

• [Authentication] 설정을 변경하면, 웹 브라우저를 닫고 액세스를 다시

실행합니다.

• [User auth.]가 [On]으로 설정되면, AW-RP50과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 [Authentication]이 [Digest]로 설정되어 있을 때 [User auth.]가 [On]

으로 설정되면, AW-RP50, AW-RP120, AK-HRP200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User name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수 1 - 32 반각 글자

유효하지 않은 글자 " & : ; ¥

초기 설정 :  공란

Password / Retype password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수 4 - 32 반각 글자

유효하지 않은 글자 " &

초기 설정 :  공란

<참 조>

• 등록된 사용자에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고 [Set]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가 덮여씌여 집니다.

Access level
사용자 액세스 레벨로 아래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1. Administrator
이 액세스 레벨은 사용자가 유닛의 모든 작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Camera control

이 액세스 레벨은 라이브 스크린 [Live] 작동만

실행되도록 합니다. 

유닛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3. Live only 
이 액세스 레벨은 Live screen [Live]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만 가능하게 합니다.

유닛은 작동되거나 설정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3. Live only

User check
[User check]에서 [▼]를 클릭하여 등록된 사용자를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사용자는 “Registered user name [Access level]”의  
형태로 표시됩니다.(예 : admin[1])

우측의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사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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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트 인증 스크린 [Host auth.]
사용자 관리 스크린의 Host auth. 탭을 클릭합니다.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잇는 컴퓨터(IP 어드레스)를 제한하는 호스트 인증

설정을 구성합니다.

Host auth.
호스트 인증은 여기에서 “On” 혹은 “Off”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

On 호스트 인증을 실행합니다.

Off 호스트 인증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IP address
카메라에 액세스하는 컴퓨터의 IP 어드레스를 여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IP 어드레스처럼 입력할 수 없습니다.

<참 조>

• “IP address/subnet mask length”가 입력될 때, 카메라에 액세스가

허용된 컴퓨터는 서브넷 기반에서 서브넷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168.0.1/24”가 입력되고 [Access level] 설정으로

[2. Camera control] 설정이 선택되면, “192.168.0.1”에서 

“192.168.0.254”까지의 컴퓨터는 [2.Camera control] 액세스 레벨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IP 어드레스가 입력되고 설정 버튼이 클릭되면, 호스트 

정보는 덮어 씌여집니다.

Access level 
호스트 액세스 레벨로 아래의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1. Administrator
이 액세스 레벨은 사용자가 유닛의 모든 작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Camera control

이 액세스 레벨은 라이브 스크린 [Live] 작동만 

실행되도록 합니다. 

유니시은 설정될 수 없습니다.

3. Live only

이 액세스 레벨은 라이브 스크린 [Live] 디스플레이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유닛은 작동하거나 설정될 수 없습니다.

초기 설정 : 3. Live only

Host check
[Host check]의 [▼]를 클릭하여 등록된 호스트 IP 어드레스를 볼 수 

있습니다.

호스트는 “Registered IP address [Access level]”의 형태로 표시됩니다.

(예 : 192.168.0.21 [1])

우측의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된 호스트(IP 어드레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스트림 스크린 [Priority stream]
사용자 관리 스크린 [User mng.]의 [Priority stream] 탭을 클릭합니다.

이 스크린에서 선택된 것은 여러 명의 상요자가 동시에 유닛에 액세스하였을

때에도 이미지 퀄리티 혹은 이미지 리프레쉬 속도의 감소 없이 이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선 스트림에 대한 설정입니다.

 ● Priority stream

Activation 
우선 스트림 전송을 설정할지 여부를 “On” 혹은 “Off”를 사용하여 여기에서

설정합니다.

설정값 :

On 우선 스트림 전송을 사용합니다.

Off 우선 스트림 전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참 조>

• [Activation]이 [On]으로 설정되면, 유닛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숫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Destination IP address (1)
첫번째 송신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가 여기에 입력됩니다.

Destination IP address (2)
두번째 송신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가 여기에 입력됩니다.

Stream Type
스트림 타입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JPEG(1) JPEG(1) 이미지가 보내집니다.

JPEG(2) JPEG(2) 이미지가 보내집니다.

JPEG(3) JPEG(3) 이미지가 보내집니다.

H.264(1) H.264(1) 이미지가 보내집니다.

H.264(2) H.264(2) 이미지가 보내집니다.

H.264(3) H.264(3) 이미지가 보내집니다.

H.264(4) H.264(4) 이미지가 보내집니다.

초기 설정 : JPEG(1)

<참 조>

• [H.264]에 대한 [Transmission priority](→ 73 페이지)가 [Best effort]

로 설정되면, 전송은 다른 사용자의 연결 상태에 따라 최대와 최저 비트

레이트 사이에서 가변적인 비트 레이트에서 이루어집니다.

Refresh interval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Stream Type]이 [JPEG(1)], [JPEG(2)], [JPEG(3)]으로 설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설정값 :

59.94 Hz : 
1fp / 2fps / 3fps / 5fps / 6fps* / 10fps* / 15fps*1 / 30fps*1

50 Hz : 
1fps/2fps/5fps/10fps* /12.5fps*1 /25fps*1

초기 설정 : 1 fps

*1 [H.264 transmission]이 [On]으로 설정되면, 프레임 레이트는 일부

경우에 지정된 값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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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에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은 “Network”와 “Advanced”의 두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의 “Network” 탭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하려면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IP 어드레스

• 서브넷 마스크

• 디폴트 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 서버 혹은 라우터 사용시)

• HTTP 포트

• DNS primary와 secondary 서버 어드레스(DNS 사용시)

 ● IPv4 network

Network Settings 
IP 어드레스가 수성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Static
[IP address(IPv4)] 필드에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DHCP
DHCP 기능을 사용하여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Auto(AutoIP)

DHCP 기능을 사용하여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DHCP 서버가 발견도지 않으면, IP 어드레스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Auto(Advanced)

DHCP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어드레스 정보를

찾고, 카메라용으로 고정 IP 어드레스로 사용하지 

않는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IP 어드레스는 서브넷 마스크 범위 내에서

카메라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DHCP 서버가 발견되지 않으면, IP 어드레스는

192.168.0.10으로 설정됩니다.

초기 설정 :  Auto(Advanced)

<참 조>

• [Auto(AutoIP)]로 DHCP 서버가 IP 어드레스를 얻지 못하면, 동일한  
네트워크의 169.254.1.0 - 169.254.254.255 사이에서 IP 어드레스를

검색하고 IP 어드레스로 설정합니다.

IP address (IPv4)
DHCP 기능이 사용되지 않을 때 유닛의 IP 어드레스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컴퓨터나 다른 네트워크 카메라용으로 설정된 기존의 IP 어드레스와 

중복되지 않는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192.168.0.10

<참 조>

•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는 DHCP 기능이 사용될 때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HCP 서버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bnet Mask
DHCP 기능이 사용되지 않으면 유닛의 서브넷 마스크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255.255.255.0

Default gateway
DHCP 기능이 사용되지 않으면 유닛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192.168.0.1

<참 조>

•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는 DHCP 기능이 사용될 때에도 디폴트 

게이트웨이용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DHCP 서버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NS
DNS 서버 어드렛가 자동(Auto) 혹은 수동(Manual)으로 입수되면 

여기로 입력됩니다.

“Manual”이 선택되면, DNS 설정은 구성되어야 합니다.

DHCP 기능이 사용될 때 “Auto”가 선택되면, DNS 서버 어드레스는 

자동으로 입수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정값 :  Auto/Manual

초기 설정 : Auto

Primary server address

Secondary server address
“Manual” 설정이 “DNS”로 선택되면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DNS 서버의 IP 어드레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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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v6 network

Manual
IPv6 어드레스의 수동 구성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설정값 :

On IPv6 어드레스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Off IPv6 어드레스의 수동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초기 설정 : Off

IP address (IPv6) 
[Manual]이 [On]으로 설정되면, IPv6 어드레스는 반드시 수동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다른 디바이스에서 어드레스를 유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참 조>

• 라우터를 통해 지정된 IP 어드레스로 수동으로 연결할 때, IPv6 호환

라우터를 이용하고 IPv6 어드레스용으로 자동 구성 기능이 가능합니다.

IPv6 호환 라우터로 제공되는 프리픽스 정보를 포함하는 IPv6 어드레스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Default gateway
[IPv6 network]에 대해 [Manual]이 [On]으로 설정되면, 유닛의 IPv6

네트워크용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초기 설정 :  공란

DHCPv6
IPv6 DHCP 기능의 사용을 가능 혹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DHCP 서버를 동일한 IP 어드레스가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와 다른 네트워크 카메라에 구성되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서버 설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정값 :

On IPv6 DHCP 기능을 사용합니다.

Off IPv6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Primary DNS server address

Secondary DNS server address
DNS 서버의 IPv6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DNS 서버의 IPv6 어드레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Common (to IPv6/IPv4)

HTTP port
포트 번호가 별도로 할당됩니다.

설정 범위 : 1 - 65535

아래의 포트 번호는 유닛에서 사용되고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 23, 25, 42, 53, 67, 68, 69, 110, 123, 161, 162, 443, 554, 

995, 10669, 10670, 59000 - 61000

초기 설정 :  80

Line speed
아래의 데이터 라인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보통, [Auto] 디폴트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정값 :

Auto 라인 속도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100 M-Full 100 Mbps full duplex

100 M-Half 100 Mbps half duplex

10 M-Full 10 Mbps full duplex

10 M-Half 10 Mbps half duplex

초기 설정 :  Auto

Max RTP packet size 
RTP를 이용하여 카메라 이미지를 볼 때 카메라에서 보내진 RTP 패킷의

크기를 제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설정값 :

Unlimited (1500byte) 제한하지 않음(1500 byte)

Limited (1280byte) 제한(1280 byte)

초기 설정 :  Unlimited (1500byte)

보통 [Unlimited(1500byte)]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 라인의 패킷 크기가 제한될 때 [Limited

(1280byte)]를 선택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라인의 최대 패킷 크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 max segment size (MSS)
HTTP를 이용하여 카메라 이미지를 볼 때 카메라로 전송된 최대 세그먼트

크기(MSS)를 제한할지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

Unlimited (1460byte) 제한하지 않음(1460byte)

Limited (1280byte) 제한(1280 byte)

Limited (1024byte) 제한(1024 byte)

초기 설정 :  Unlimited (1460byte)

보통, 디폴트 설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최대 세그먼트 크기(MSS)가 제한되면 

[Limited(1024byte)]/[Limited(1280 byte)]를 선택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라인의 최대 세그먼트 크기(MSS)에 관한 상세 내용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andwidth control (bitrate) 
분배되는 데이터 양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Unlimited / 64kbps / 128kbps / 256kbps / 384kbps / 512kbps / 

768kbps / 1024kbps / 2048kbps / 4096kbps / 8192kbps

초기 설정 :  Unlimited

 
<참 조>

• [64kbps]를 선택할 때 [Audio Mode]를 [Off]로 설정합니다.

• [Bandwidth control(bitrate)]가 낮은 값으로 설정되었을 때, 사용

환경에 따라 스냅샷 버튼이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라이브 스크린 [Live]의 [Compression] 버튼으로 [JPEG]를

선택하고 가장 작은 해상도로 이미지를 분배할 때 스냅샷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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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IP 설정 수용 기간
Easy IP 설정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 설정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을 “20min” 혹은 “Unlimited”에서 선택합니다.

설정값 :

20min
Easy IP 설정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작동은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한 후 20분간 가능합니다.

Unlimited
Easy IP 설정 소프트웨어에서 설정 작동은 항상

가능합니다.

초기 설정 : 20min

<참 조>

• 카메라 스크린은 Easy IP 설정 소프트웨어에서 카메라 디스플레이가

꾸준히 가능하므로 열릴 수 있습니다.

• 각 서버의 어드레스 설정에 관한 상세 내용에 대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트 포워딩 기능은 글로벌 IP 어드레스를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로 

변환하고, “static IP masquerade”와 “network address tanslation

(NAT)”를 포함합니다. 

이 기능은 라우터로 설정됩니다.

• 라우터에 연결한 후 인터넷을 통해 카메라에 액세스하려면, 각 네트워크

카메라에 개별 HTTP 포트 번호를 설정하고 라우터의 포트 포워딩 기능을 

이용하여 어드레스를 변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ㄹ니다.

인터넷

(WAN)

케이블

모뎀/

XDSL 

모뎀

WAN 글로벌 어드레스

vvv.xxx.yyy.zzz

LAN 개별 어드레스

192.168.0.254

"<global address from 

Internet>:<port number>"를

웹브라우저에 URL로 

 vvv.xxx.yyy.zzz:50000

 vvv.xxx.yyy.zzz:50001
포트 포워딩을 통한 어드레스 교환

vvv.xxx.yyy.zzz:50000

           →192.168.0.254:50000

포트 포워딩을 통한 어드레스 교환

vvv.xxx.yyy.zzz:50001

             →192.168.0.254:50001

프라이빗 어드레스

192.168.0.2

포트 번호 : 50000

프라이빗 어드레스

192.168.0.1

포트 번호 : 50001

Recommended network setting for internet
권장된 설정을 실행하여 카메라를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Set] 버튼 클릭은 아이템 설정이 변경된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다이어로그 박스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카메라 이미지의 “JPEG/H.264” 탭

JPEG(1)

이미지 캡쳐 크기 : 640 x 360

JPEG(2)

이미지 캡쳐 크기 : 320 x 180

JPEG(3)

이미지 캡쳐 크기 : 160 x 90

H.264(1) • H.264(2) • H.264(3) • H.264(4) 

인터넷 모드(over HTTP) : On

전송 우선 : Best effort

H.264(1) 

이미지 캡쳐 크기 : 1280 x 720

최대 비트 레이트(클라이언트 당) : 최대 1024 kbps, 최소 1024 kbps

H.264(2) 

이미지 캡쳐 크기 : 640 x 360

최대 비트 레이트(클라이언트 당) : 최대 1024 kbps, 최소 128 kbps

H.264(3) 

이미지 캡쳐 크기 : 320 x 180

최대 비트 레이트(클라이언트 당) : 최대 1024 kbps, 최소 128 kbps

H.264(4) 

이미지 캡쳐 크기 : 160 x 90

최대 비트 레이트(클라이언트 당) : 최대 1024 kbps, 최소 128 kbps

• “Network” tab in the Network setting screen

Common IPv6/v4

최대 RTP 패킷 크기 : 제한됨(1280 byte)

HTTP 최대 세그먼트 크기(MSS) : 제한됨(12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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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상된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Advanced]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의 [Advanced] 탭을 클릭합니다.

NTP, UpnP, HTTPS, SNMP, Diffserv 기능에 관련된 설정이 여기에서

실행됩니다.

각 아이템에 링크를 클릭하여 각각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NTP
NTP 서버 어드레스와 관련된 설정과 포트 번호가 여기에서

실행됩니다.

NTP server address setting
NTP 서버 어드레스를 입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Auto DHCP 서버에서 NTP 서버 어드레스를 입수합니다.

Manual
NTP 서버 어드레스를 [NTP server address]에 입력하여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초기 설정 : Manual

<참 조>

• DHCP 서버에서 NTP 서버 어드레스를 입수하려면, [Network Settings]

(→ 89 페이지)가 반드시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의 [Network]

탭의 [DHCP], [Auto(AutoIP)], [Auto(Advanced)]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NTP server address
[Manual]이 [NTP server address setting]에서 선택되면, IP 어드레스

혹은 NTP 서버의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수
 

1 - 128 반각 글자

입력 가능한 글자
반각 크기 알파벳 숫자 글자, 반각 심볼

:. _ -

초기 설정 : 공란

<참 조>

• [NTP server address] 호스트 이름을 입력하려면, [DNS] 설정은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 89 페이지)의 [Network] 탭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NTP port
NTP 서버의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선택 가능한 포트 번호 : 1 - 65535

아래의 포트 번호는 유닛에서 사용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21, 23, 25, 42, 53, 67, 68, 69, 80, 110, 161, 162, 443, 995, 

10669, 10670

초기 설정 : 123

Time adjustment interval
NTP 서버에서 시간을 획득하는 간격(1 - 24 시간, 1시간 단위)을 

선택합니다.

설정 범위 : 1h - 24h

초기 설정 : 1h

Time zone
카메라가사용되는 지역에 따라 시간 대역을 선택합니다.

초기 설정 :

(GMT)그리니치 표준 시간 : 더블린, 에딘버러, 리스본, 런던

Summer time(daylight saving)
썸머 타임을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유닛이 사용될 지역에 해당하는 시간 대역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In 썸머 타임으로 시간을 설정합니다.

Out 썸머 타임을 취소합니다.

Auto
시작/종료 시간과 날짜 설정(시, 일, 주, 월)에 따라

썸머 타임으로 전환합니다.

초기 설정 : Out

Start time & date

End time & date
[Summer time(daylight saving)] 설정에서 선택된 [Auto]가 선택되면,

썸머 타임 시작/종료 시간과 시, 일, 주, 월에 의한 날짜를 설정합니다.

 ● UPnP
이 유닛은 UPnP(Universal Plug and Play)를 지원합니다. UPnP 기능은

자동으로 설정되는 아래 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라우터의 포트 포워딩 기능을 설정합니다.(하지만, UPnP 호환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이 서정은 인터넷 혹은 포터블 터미널에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유용합니다.

• 카메라로의 단축키가 컴퓨터의 “Network” 폴더에서 생성되고 카메라의

IP 어드레스가 변경되더라도 단축키가 자동으로 리뉴되도록 설정합니다.

Auto port forwarding
라우터의 포트 포워딩 기능의 사용 여부를 “On” 혹은 “Off”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자동 포트 포워딩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용되는 라우터가 UPnP 기능을

지원해야 하고 UPnP 기능이 가능해야 합니다.

설정값 :

On 라우터의 포트 포워딩 기능을 사용합니다.

Off 라우터의 포트 포워딩 기능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참 조>

• 포터 번호는 자동 포트 포워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번호가 변경되면,

컴퓨터나 레코더에 등록된 카메라의 포트 번호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 UPnP 기능은 카메라가 IPv4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IPv6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자동 포트 포워딩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유지 보수 스크린

[Maintenance]의 [Status] 탭을 클릭하여 [UPnP] 상태가 [Enable]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101 페이지)

[Enable]이 디스플레이되지 않으면, “Troubleshooting” 섹션의

“Cannot access the Internet from the Camera”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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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short cut
컴퓨터의 [Network] 폴더에 카메라 단축키 생성 여부는 “On” 혹은 

“Off”를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On]을 선택하여 카메라 단축 키를 생성합니다.

카메라 단축 키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에 미리 UPnP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설정값 :

On
컴퓨터의 “Network” 폴더에 카메라 단축 키를

생성합니다.

Off
컴퓨터의 “Network” 폴더에 카메라 단축 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초기 설정 : Off

<참 조>

• Windows [Network] 폴더에 카메라 단축 키를 디스플레이하려면,

Windows 컴포넌트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UPnP를 가능하게하려면,

아래의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indows 7

[Start]→[Control Panel]→[Network and Internet]→[Network and

Sharing Center]→[Change Advanced Sharing Settings]→[Network

Discovery]에서 [Enabel Network Discovery] 선택→[Save Changes]

→완료

Windows 8

[Start]→[All Applications] 선택→[Control Panel]→[Network and 

Internet]→[Network and Sharing Center]→[Change Advanced

Sharing Settings]→[Network Discovery]에서 [Enable Network 

Discovery] 선택→[Save Changes] 클릭→완료

 ● HTTPS
HTTPS 기능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카메라에 액세스하고 인증된

커뮤니케이션 보안이 가능합니다.

HTTPS 설정 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95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CRT key generate
CRT 키(SSL 암호화 키)는 HTTPS에 의해 생성됩니다.

CRT 키를 생성하려면, [Execute] 버튼을 클릭하여 [CRT Key Generate]

다이어로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CRT 키(SSL 암호 키) 생성”을 참조합니다.

(→ 96 페이지)

Self-signed Certificate - Generate
셀프 사인 보안 인증은 HTTPS에 의해 생성됩니다.(셀프 사인 인증)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을 생성하려면, [Execute] 버튼을 클릭하여

[Self-signed Certificate - Generate] 다이어로그를 디스플레이하고

작동을 실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셀프 사인 인증 생성(보안 인증)”을 참조합니다.

(→ 96 페이지)

Self-signed Certificate - Information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onfirm] 버튼이 클릭되면, 생성된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의 등록된

내용이 [Self-signed Certificate - Confirm] 다이어로그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을 삭제합니다.

CA Certificate - Generate Certificate Signing Request
HTTPS에 대한 보안 인증으로 Certificate Authority(CA)에서 발행된 보안 

인증을 사용할 때,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이 Certificate

Authority(CA)에 적용하기 위해 생성됩니다.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을 생성하려면, [Execute] 버튼을

클릭하여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 Generate] 다이어로그를

디스플레이하고 작동을 실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 생성”을 

참조합니다.(→ 97 페이지)

CA Certificate - CA Certificate install
설치하려 하거나 이미 설치된 Certificate Authority(CA)에 의해 발행된

서버 인증(보안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되는 [File Open] 다이어로그에서,

Cetificate Authority(CA)에서 발행된 서버 인증(보안 인증) 파일을 

선택하고 [Execute] 버튼을 클릭하여 서버 인증(보안 인증)을 설치합니다.

서버 인증(보안 인증)이 설치되면, 그 파일 이름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버 인증 설치”을 참조합니다.

(→ 98 페이지)

CA Certificate - Information
서버 인증(보안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Confirm] 버튼이 클릭되면, 설치된 서버 인증(보안 인증)의 등록된 

내용이 [Server Certificate - Confirm] 다이어로그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서버 인증(보안 인증)이 설치되지 않았으면, 생성된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의 내용이 디스플레이됩니다.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된 서버 인증(보안 인증)을 삭제합니다.

<참 조>

• 사용 가능한 서버 인증(보안 인증)을 삭제하려면, 컴퓨터 혹은 저장

매체에 그 인증의 백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서버 인증(보안 인증)은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Connection
유닛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설정값 :

HTTP HTTP 연결만 가능합니다.

HTTPS HTTPS 연결만 가능합니다.

초기 설정 : HTTP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연결 방법 설정”을 참조합니다.(→ 98 페이지)

<참 조>

• HTTPS 연결을 사용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과의

네트워크 연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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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port
HTTPS와 사용되는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포트 번호 : 1 - 65535

다음의 포트 번호는 유닛이 사용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21, 23, 25, 42, 53, 67, 68, 69, 80, 110, 123, 161, 162, 554, 

995, 10669, 10670, 59000 - 61000

초기 설정 : 443

<참 조>

• 연결 방법이 변경되면 유닛은 재시작합니다.

• 셀프 사인 인증을 이용할 때 :

처음으로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스크린의 안내에 따라 컴퓨터에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을

설치합니다.(→ 99 페이지)

• 서버 인증을 사용할 때 :

미리 웹 브라우저에 Certificate Authority(CA) 루트 인증 혹은 

중간 인증을 설치합니다.

Certificate Authority(CA) 절차에 따라 루트 인증과 중간 인증을

획득하여 설치합니다.

•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이미지 디스플레이 속도와 움직이는

이미지의 프레임 레이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이미지 디스플레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이미지는 지연되고 사운드는 끊길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연결 가능한 최대 카메라 숫자는 최대 이미지 크기와 분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SNMP
SNMP 기능에 관련된 설정을 실행합니다. 유닛의 상태는 유닛을 SNMP

매니저에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MP 기능을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ommunity
모니터할 커뮤니티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 수  0 - 32 반각 글자

유효하지 않은 글자 전각 글자

초기 설정 : 공란

<참 조>

• SNMP 기능을 사용할 때 커뮤니티 이름을 반드시 입력합니다.

커뮤니티 이름 필드가 공란으로 남겨지면 SNMP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System name
SNMP 기능이 있는 유닛을 콘트롤하도록 시스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 수 0 - 32 반각 글자

유효하지 않은 글자 전각 글자

초기 설정 : 공란

Location
유닛이 설치된 장소를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 수 0 - 32 반각 글자

초기 설정 : 공란

Contact
관리자의 이메일 주소 혹은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 수 0 - 255 반각 글자

유효하지 않은 글자 전각 글자

초기 설정 : 공란

 ● Diffserv
Diffserv 기능과 관련된 설정을 실행합니다. Diffserv 기능은 라우터에서 

전송된 이미지/오디오 데이터의 우선권을 설정합니다.

이 유닛에 우선권 설정은 반드시 라우터의 DSCP 값 설정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Diffserv 기능을 사용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SCP(0 - 63)
패킷 우선권을 입력합니다.

최대 글자 수 0 - 63 반각 글자

초기 설정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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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 설정 [HTTPS]
커뮤니케이션 보안을 높이기 위해 카메라로 액세스를 암호화하고 HTTPS를 설정합니다.

HTTPS 설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행됩니다.

1

3

5

2

4

1. CRT 키 생성

(SSL 암호 키) (→ page 96)

5. 연결 방법 설정
(→ page 98)

HTTPS로 카메라 액세스

Certificate Authority (CA)에 요청
- Generate Server Certificate

3. Certificate Signing Request

생성 (→ page 97)

4. 서버 인증 설치

(→ page 98)

2. 셀프 사인 인증 생성
(→ page 96)

서버 인증을 사용할 때셀프 사인 인증을 사용할 때

<참 조>

• 서버 인증을 사용할 때, Certificate Authority(CA)에서 서버 인증을 발행하는데 까지 프로세스는 고객과 Certificate Authority(CA) 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 셀프 사인 인증 혹은 서버 인증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셀프 사인 인증의 생성과 서버 인증 설치를 동시에 하면, 유닛은 서버 인증에 우선권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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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T 키 (SSL 암호 키) 생성  
[CRT key generate]

<참 조>

• CRT 키는 셀프 사인 인증과 서버 인증이 가능할 때 생성할 수 없습니다.

• Certificate Authority(CA)에서 사용될 수 있는 키의 크기는 서버 인증을

사용할 때와 다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키의 크기를 미리 확인합니다.

• CRT 키의 생성은 1024 비트에는 약 1분, 2048 비트에는 약 2분 정도 

걸립니다. CRT 키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웹 브라우저를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미지 디스플레이와 커뮤니케이션 속도는 CRT 키를 생성하는

동안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CRT key generate]의 [Execute] 버튼을 누릅니다.
[CRT key generate] 다이어로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생성된 CRT 키의 크기는 [CRT key generate] - [RAS key size]의

[1024bit] / [2048bit]에서 선택됩니다.
<참 조>

• 서버 인증을 사용할 때, RSA 키 크기는 적용하는 Certificate Authority

(CA)의 요구에 맞아야 합니다.

3.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CRT 키 생성을 시작합니다.

CRT 키 생성이 정지하고, [Current CRT key]로 생성된 CRT 키의 크기와

생성 완료 날짜와 시간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생성된 CRT 키를 변경(업데이트)하려면 과정 1 - 3을 실행합니다.

CRT 키, 셀프 사인 인증과 서버 인증이 세트로 가능하기 때문에, CRT

키가 변경되면 다시 한번 셀프 사인 인증을 생성하거나 서버 인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CRT 키가 변경되면, 이전의 CRT 키는 한번에 하나씩 관리됩니다.

[CRT kety generate] 다이어로그의 [Current CRT key]에서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Previous CRT key] 다이어로그를 디스플레이하고,

키 크기의 확인을 하게 하고 날짜와 시간 생성이 완료됩니다.

[Previous CRT key]의 [Apply] 버튼을 누르면 이전 CRT 키가 현재

CRT 키로 전환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셀프 사인 인증 생성  
[Self-signed Certificate - Generate]

<참 조>

• 셀프 사인 인증은 CRT 키가 생성되지 않았을 때 생성될 수 없습니다.

been

1. [Self-signed Certificate] - [Generate]에서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Self-signed Certificate - Generate]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생성되는 인증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되는 아이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템 설명 최대 글자 수

Common Name
카메라 어드레스 혹은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64 반각 글자

Country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생략 가능)

2 반각 글자 : 

국가 코드

State
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생략 가능)
128 반각 글자

Locality
도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생략 가능)
128 반각 글자

Organization
조직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생략 가능)
64 반각 글자

Organizational Unit

조직 단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생략 가능)

64 반각 글자

CRT key

현재 CRT 키의 크기를 

디스플레이하고 날짜와 시간

생성이 완료됩니다.

<참 조>

• [Common Name], [Country], [State], [Locality], [Organization],

[Organizational Unit]에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0 - 9(반각 글자), 

A - Z(반각 글자), a - z(반각 글자)와 반각 심볼 -, _, +, /, (, )입니다.

• 카메라를 인터넷에 연결할 때, [Common Name]의 인터넷에서 액세스

되는 어드레스 혹은 호스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런 경우, 카메라에 로컬로 액세스할 때, 보안 인증이 설치되어도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마다 보안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Common Name]에 IPv6 주소를 입력할 때, 주소를 [  ]에 넣습니다.

예 [2001:db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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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드레스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프 사인 인증이 생성됩니다.

<참 조>

• 생성된 셀프 사인 인증과 관련된 정보는 [Self-signed Certificate] -

[Information]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다음은 셀프 사인 보안 인증의

상태에 따라 디스플레이됩니다.

디스플레이된 내용 설명

Not generated
셀프 사인 인증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

Invalid

(Reason: CA Certificate

installed)

셀프 사인 인증이 이미 생성되었고

서버 인증이 이미 설치되었을 때

• 서브 인증은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Common Name] of self-

signed certificate

셀프 사인 인증이 이미 생성되고 

가능할 때

• [Confirm] 버튼이 클릭되면, 생성된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의 

등록된 내용이 [Self-signed Certificate Confirm] 다이어로그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을 

삭제합니다.

• [HTTPS]가 [Conncetion]에서 선택되면,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은

삭제될 수 없습니다.

 ■ Certificate Signing Request (CSR) 생성  
[CA Certificate - Generate Certificate Signing 
Request]

<참 조>

•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은 CRT 키가 생성되지 않으면 생성되지

않습니다.

•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을 생성하려면, 웹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에서 미리 아래의 설정을 실행합니다. [Security] 탭에서 아래의 설정을

실행합니다.(메뉴 바 - [Internet Options] - [Security]의 [Tool]에서 

액세스됨)

• [Trusted Site]로 카메라를 등록합니다.

• [Level Customize]에서, [Download]에서 [File Download]로 가서

[Enable]로 설정합니다.

• [Level Customize]에서, [Download]에서 [Automatically Display Dialog

when Downloading File]로 가서 [Enable]로 설정합니다.

1. [CA Certificate] - [Generate Certificate Signing Request]에서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CA Certificate - Generate Certificate Signing Request] 다이어로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생성되는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되는 아이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템 설명 최대 글자 수

Common Name
카메라 어드레스 혹은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64 반각 글자

Country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2 반각 글자 :

국가 코드

State 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128 반각 글자

Locality 도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128 반각 글자

Organization 조직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4 반각 글자

Organizational Unit 조직 단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64 반각 글자

CRT key

현재 CRT 키의 크기를 

디스플레이하고 날짜와 시간

생성이 완료됩니다.

<참 조>

• 서버 인증을 사용할 때, 입력되는 정보는 적용되는 Certificate 

Authority(CA)의 요구에 맞춰야 됩니다.

• 

3. 어드레스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as] 다이어로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4. [Save as] 다이어로그에서, 파일 이름을 Certificate Signing

Request (CSR)로 할당하고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저장된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을 이용하여 Certificate

Authority(CA)에 적용합니다.

<참 조>

• 서버 인증이 생성된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과 CRT 키에

대해 발행됩니다. 발행된 서버 인증은 Certificate Authority(CA)에 

적용한 후 CRT 키를 생성/업데이트할 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유닛에서 생성된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이 PEM

포맷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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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Name], [Country], [State], [Locality], [Organization],

[Organizational Unit]에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0 - 9(반각 글자), 

A - Z(반각 글자), a - z(반각 글자)와 반각 심볼 -, _, +, /, (, )입니다.



 ■ 서버 인증 설치  
[CA Certificate - CA Certificate install]

<참 조>

• 서버 인증(보안 인증)은 Certificate Signing Request(CSR)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서버 인증은 설치하기 위해 Certificate Authority(CA)에 의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1. [CA Certificate] - [CA Certificate install]의 [Brows] 버튼을

클릭합니다.
[Open File] 다이어로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 서버 인증 파일을 선택하고 [Open]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Execute] 버튼이 클릭됩니다.
서버 인증이 설치됩니다.

<참 조>

• 설치된 서버 인증에 등록된 호스트의 이름은 [CA Certificate] -

[Information]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아래는 서버 인증의 상태에 따라

디스플레이됩니다.

디스플레이된 내용 설명

Invalid 서버 인증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Common Name] of 
server certificate

서버 인증이 이미 설치되었고

사용 가능할 때

Expired 서버 인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Confirm] 버튼이 클리되면, 설치된 서버 인증(보안 인증)의 내용이

[CA Certificate - Confirm] 다이어로그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별표는 [Organizational Unit] 필드에만 디스플레이됩니다.) 

• [Delete]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된 서버 인증(보안 인증)을 삭제합니다.

• [Connection]에서 [HTTPS]가 선택되면, 서버 인증(보안 인증)은 삭제될

수 없습니다.

• 서버 인증을 업데이트하려면 STEP 1 - STEP 2를 실행합니다.

• 사용 가능한 서버 인증(보안 인증)을 삭제하려면, 컴퓨터나 저장 매체에

그 인증에 대한 백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버 인증(보안 인증)은 

재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HTTPS 기능은 서버 인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연결 방법은 유닛이 재시작될 때 HTTP 

변경됩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버 인증을 업데이트합니다.

• 서버 인증의 유효 기간은 Certificate Authority(CA)에 의해 발행된

서버 인증을 더블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결 방법 설정 [Connection]

1. [Connection]에 카메라를 액세스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HTTP : HTTP 연결만 가능합니다.

HTTPS : HTTPS 연결만 가능합니다.

<참 조>

• HTTPS 연결을 사용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과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2. [HTTPS Port]에서 HTTPS로 사용되는 포트 번호를 설정합니다.
선택될 수 있는 포트 번호는 1 - 65535입니다.

아래의 포트 번호는 유닛에서 사용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 21, 23, 25, 42, 53, 67, 68, 69, 80, 110, 123, 161, 162, 554, 

995, 10669, 10670, 59000 - 61000

초기 설정 : 443

3. [Set]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메라는 재시작되고 HTTPS를 통해 카메라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참 조>

• 연결 방법이 변경되면 유닛이 재시작합니다.

• 셀프 사인 인증을 사용

처음으로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스크린의 설명에 따라 컴퓨터에 셀프 사인 인증(보안 인증)을 

설치합니다.(→ 99 페이지)

• 서버 인증을 사용

미리 웹 브라우저에 Certificate Authority(CA) 루트 인증 혹은 중간

인증을 설치합니다. 

Certificate Authority(CA) 과정에 따라 루트 인증과 중간 인증을 획득

하고 설치합니다.

•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이미지 디스플레이 속도와 움직이는

이미지의 프레임 레이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할 때, 이미지가 지연되고 사운드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카메라의 최대 숫자는 최대 이미지 크기와 

분포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HTTPS로 카메라 액세스

1. 컴퓨터에 웹 브라우저를 설치합니다.

2. 웹 브라우저의 어드레스 바에 카메라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합니다.

입력 어드레스 : https://192.168.0.10

<참 조>

• HTTPS 포트 번호가 “443”에서 변경될 때, 어드레스 바를 “https://camera

IP address: Port No.”를 입력합니다.

예 https://192.168.0.11:61443

• 이 유닛이 로컬 네트워크에 있을 때, 웹 브라우저에서 프록시 서버를 

설정하여(메뉴 바 : [Tools] - [Internet Options]) 프록시 서버가 로컬

어드레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Enter] 키를 누릅니다.
라이브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보안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보안 인증이 설치됩니다.

(→ 99 페이지)

[User auth.]가 [On]으로 설정되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 입력 스크린이

라이브 스크린 [Live]이 나타나기 전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HTTPS가 사용될 때, 스크린과 이미지 디스플레이는 느려질 수 있고

이미지 업데이트 간격(프레임 레이트)도 느려질 수 있습니다.

98

웹 스크린 설정(계속)  



 ● 보안 인증을 설치합니다.
카메라 액세스에 HTTPS를 사용할 때, 그 카메라가 컴퓨터에 설치되지

않으면 보안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이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보안 인증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되지 않았다면, 보안 경고 스크린은 카메라가 액세스될 때마다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Common Name]에 대한 내용 설정을 근거로 보안 인증이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Host Name”에 대한 내용 설정은 카메라에 액세스하는데

사용되는 어드레스/호스트 이름에 대한 설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이 다르면, 보안 경고 스크린이 카메라가 액세스할 때마다 디스플레이

됩니다.

• 카메라 어드레스/호스트 이름이 보안 인증이 설치된 후에라도 변경되면

보안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보안 인증을 재설치합니다.

• 카메라를 인터넷에 연결할 때, [Common Name]에서 인터넷에서 

액세스되는 어드레스 혹은 호스트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런 경우, 카메라를 로컬로 액세스할 때, 보안 경고 스크린은 보안 인증이

설치되어도 카메라가 액세스할 때마다 디스플레이됩니다.

• 보안 인증이 제대로 설치되었을 때, 키의 아이콘이 카메라에 액세스하는

웹 브라우저의 어드레스 바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8.0과 9.0의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 10과 11의 경우 스크린이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1. HTTPS로 카메라에 액세스합니다.

2. 보안 경고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Continue to this 

website (not recommended)]를 클릭합니다.

라이브 스크린 [Live]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인증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가 입력됩니다.

<참 조>

• 카메라 혹은 웹사이트와 별도의 디바이스에 액세스한 이후에 위의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될 때,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깊게

확인합니다.

3. URL에서 [Certificate error]를 클릭하고 나서 [View 

certificates]를 클릭합니다.

4. [Install Certificate...]를 클릭합니다.

<참 조>

• [Install Certificate...]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닫고 [Run as Administorator]를 선택하여 재시작합니다.

[Start] - [Program] - [Internet Explorer]를 우클릭하고

[Execute as Administrator (A)...]를 클릭합니다.

• Windows 8과 8.1dml ruddn, [C:\Prgram Files\Internet 

Explorer]의 [iexplore]를 우클릭하고 [Execute as Administrator]를

클릭합니다.

5. 인증 임포트 마법사에 디스플레이되는 [Next]를 클릭합니다.

<참 조>

• 인터넷 익스플로러 10과 11의 경우, [Save destination]을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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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lace all certificates in the following store]를 선택하고

[Refer (R)..]를 클릭합니다.

7. [Trusted Root Certification Authorities]를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8. [Next]를 클릭합니다.

9. [Finish]를 클릭합니다.

10. [Yes]를 클릭합니다.

임포팅이 종료되면, “Certificate was imported correctly”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11. [OK]를 클릭합니다.

인증 임포팅 후 웹 브라우저를 닫고 다시 연결하면 “Certifiate error”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는 것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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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스크린 [Maintenance]

이 스크린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유지 보수 작동들은 시스템 로그 확인,

시스템 버젼 업그레이딩과 유닛의 초기화입니다.  
유지 보수 스크린은 [System log], [Product info.], [Status], [Default

reset], [Back up]의 다섯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로그 스크린 [System log]
최대 100개의 시스템 로그가 유닛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 최대 숫자가 초과되면, 오랜된 로그는 새로운 로그로 덮어 씌여집니다.

유닛의 전원이 꺼지면 로그는 없어집니다.

No
시스템 로그의 운영 숫자는 여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Time & date
로그가 생성된 시간과 날짜가 여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24 시간 시스템은 이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사용됩니다.

Error description
에러 로그의 디테일이 여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시스템 로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108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제품 정보 스크린 [Product info.]
유닛의 소프트웨어 버젼은 이 스크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닛에 대한 [Model no.], [MAC address], [Serial no.], [Firmware

version]과 다른 정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Model no.
유닛의 모델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MAC address
유닛의 MAC 어드레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Serial no.
유닛의 시리얼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Firmware version

CPU Software - Interface

인터페이스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PU Software - Camera Main

카메라 유닛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PU Software - Servo

서보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CPU Software - Network

네트워크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EEPROM - Interface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 데이터의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PGA - Lens

렌즈의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PGA - AVIO

AVIO의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FPGA - Com

커뮤니케이션의 FPGA 버젼을 디스플레이합니다.

Viewer software installation counter
유닛에서 자동으로 설치된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숫자는 이 카운터에서 디스플레이됩니다.

Firmware file
펌웨어를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 방법에 관한 상세 내용은 “펌웨어 업데이트”(→ 101 페이지)를 

Status
유닛의 현재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 펌웨어 업데이트
아래를 실행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1. 고객 상담실과 상담한 후, 최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로 다운로드합니다.
<참 조>

• 띄어쓰기나 전각 글자는 소프트웨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가 저장되는 디렉토리의 이름과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에 사용되는 최대 글자 수의 합을 250 글자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2. [Browse] 버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된 소프트웨어를 

지정합니다.

3.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확인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소프트웨어 버젼을 업그레이드한 후, 반드시 임시 인터넷 파일을

삭제합니다.

<참 조>

• 반드시 펌웨어 버젼이 업데이트되는 유닛과 동일한 네트워크(LAN)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버젼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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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Execute] 버튼이 눌려진 후, 나타나는 버젼 업그레이 프로그레스 바에 

걸리는 시간의 양은 카메라 메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약 1분,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혹은  AVIO FPGA에 대해서는 약 3분 정도 걸립니다.

프로그레스 바는 다른 펌웨어에 대해서는 1분 이내입니다.

• 카메라와 동일한 서브넷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버젼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 소프트웨어 버젼 업그레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고, 

딜러의 설명에 따릅니다.

• 버젼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로 Panasonic Corporation에서 지정한 

아래의 파일을 사용합니다.

CPU Software Interface .sif 파일

CPU Software Camera

Main
.scm 파일

CPU Software Servo .spt 파일

CPU Software Network .snw 파일

EEPROM Interface .eep 파일

FPGA Lens .fls 파일

FPGA AVIO .fav 파일

• 소프트웨어 버젼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유닛의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그레스 바 디스플레이가 없어질 때까지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 소프트웨어 버젼이 업그레이되고 있는 동안, 버젼이 업그레이드될 때까지

다른 작동의 실행을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 상태 확인 스크린 [Status]
유닛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UPnP

Port number (HTTP)
UPnP 포트 포워딩을 통해 구성된 포트 번호를 디스플레이됩니다.

Status

포트 포워딩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Port number (HTTPS)
UPnP 포트 포워딩을 통해 구성된 포트 번호를 디스플레이합니다.

Status

포트 포워딩 상태를 디스플레이합니다.

Router globa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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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셋 설정 스크린 [Default reset]
유닛 설정 데이터는 초기화되고 유닛은 이 스크린에서 재시작됩니다.

Reset to the default (Except thenetwork settings)
[Execute] 버튼이 클릭되면, 유닛의 설정은 초기값으로 돌아갑니다.

로그인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도 초기값으로 돌아갑니다.

(admin/12345)

초기화 작동이 시작되면, 약 3분간 어떠한 작동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참 조>

• 아래의 설정 아이템은 초기값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IPv4 network]의 모든 설정

- [IPv6 network]의 모든 설정

- [HTTP port]

- [HTTPS - Connection]

- [HTTPS - HTTPS port]

- HTTPS : CRT 키, 서버 인증

- [UPnP]의 모든 설정

- [Line speed]

- [Bandwidth control(bit rate)]

• [AWB]와 [ABB] 조정값은 초기값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Reboot
[Execute] 버튼이 클릭되면, 유닛은 재부팅됩니다.

유닛이 재부팅된 후, 유닛의 전원이 켜질 때와 같은 경우 약 2분간 

어떠한 작동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 백업 스크린 [Back up]
이 스크린에서, 유닛의 설정은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설정은 사용하기 위해 유닛에 로드될 수 있습니다.

Config data type
컴퓨터에 유닛의 설정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장하는 설정의 타입을

지정합니다.

설정값 :

Camera 카메라 설정

Network 네트워크 설정

Download
유닛의 설정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Execute] 버튼을 클릭한 후 디스티네이션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날 때,

데스티네이션 폴더를 지정합니다.

[Config data type]에서 [Camera]가 선택되면, 아래 설정이 

저장됩니다.

- Scene Scene1 설정

- Scene Scene2 설정

- Scene Scene3 설정

- Scene Scene4 설정

- System 설정

- Preset 설정

<참 조>

• [Execute] 버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데스티네이션 다이어로그 박스에

걸리는 시간의 양은 카메라 설정 파일에 대해서는 약 10초이고 네트워크

설정 파일에 대해서는 약 20초입니다.

Upload
다운로드 기능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유닛 설정 파일이 업로드됩니다.

[Browse] 버튼을 클릭하여 다이어로그 박스를 디스플레이하고 저장된

파일을 지정합니다.

[Execute] 버튼을 클릭한 후 나타나는 메시지 다이어로그 박스의 [OK]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업로딩이 완료된 후 다른 메시지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유닛은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참 조>

• 업로딩에 사용되는 데이터로 유닛으로 다운로드된 파일을 사용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의 확장자를 변경하지 않도록 합니다.

• 다운로딩 혹은 업로딩이 진행중일 때 유닛의 전원을 끄지 않도록 합니다.

• 다운로딩 혹은 업로딩이 진행중일 때 어떠한 작동의 실행도 시도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운로딩 혹은 업로딩이 완료되기를 기다립니다.

• 카메라 설정 파일에 대해 업로드 완료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나는데 

2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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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한 웹 스크린 디스플레이

모바일 터미널을 유닛에 연결하고, 유닛의 이미지(MJPEG 포맷만)를 

디스플레이합니다. 최신 이미지로 리프레쉬하는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패닝, 틸팅, 줌잉과 같은 작동도 모바일 터미널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델은 모바일 터미널로 지원됩니다.

(2014년 8월 현재)

모바일 터미널 사양

iPad

iPhone

iPod touch

iOS 7.1

Android™ terminal Android 4.3

<참 조>

• 호환 작동 시스템과 웹 브라우저의 최신 정보에 관해, 아래의 웹 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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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droid 터미널에서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

• Android 터미널의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JPEG 포맷에서만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인증 다이어로그 박스가 디스플레이가 되면,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에 대한 초기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

패스워드 12345

보안을 위해, “admin” 사용자 이름에 대한 패스워드는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87 페이지)

• 아래에 리스트된 버튼은 “User auth.” 설정으로 “On”이 선택되고 액세스

레벨 설정으로 “3. Live only”가 선택되면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87 페이지)

- 팬/틸트

- 줌

- 프리셋

- 조리개

- 포커스

- 카메라

• 모바일 터미널이 글자 코드 UTF-8을 지원하지 않으면, 글자는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여러 개의 Android 터미널이 동시에 유닛에 연결되면, 작동이 불안정해  
질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터미널을 이용하여 “http://IP address/mobile/ ”*  을 1

입력하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유닛의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1 이 IP 어드레스는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라우터의 WAN에 대한 

글로벌 IP 어드레스입니다. 하지만,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모바일

터미널을 사용하여 동일한 LAN의 유닛에 액세스하면 로컬 IP

어드레스입니다.

팬/틸트

이 버튼이 눌려지면, 팬/틸트 작동 실행에 대한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카메라가 좌측으로 패닝됩니다.

카메라가 위쪽으로 틸트됩니다.

카메라가 아래쪽으로 틸트됩니다.

카메라가 우측으로 팬닝됩니다.

<참 조>

• 팬 버튼과 틸트 버튼이 동시에 눌려져도 카메라는 대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먼저 눌려진 버튼이 작동 진행됩니다.) 

줌
유닛의 줌잉 작동은 이들 버튼을 이용하여 실행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Wide 방향으로 줌(배율)을 

조정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줌(배율)을 1.0x로 조정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Tele 방향으로 줌(배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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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이 버튼이 눌려지면, 프리셋 위치를 선택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디스플레이된 버튼 중 하나가 눌려지면, 카메라의 팬/틸트

위치가 미리 등록된 프리셋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위치에서 재생산되는 설정은 [Preset Scope] 메뉴에

설정된 설정입니다.

(→ 56, 82, 84 페이지)

해상도 전환

이 버튼이 눌려지면, 해상도를 선택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글자는 현재 선택된 해상도 버튼에 대해 녹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Video over IP] 탭의 [JPEG(1)], [JPEG(2)], [JPEG(3)]으로 설정된

해상도가 디스플레이됩니다.

1920 x 1080 픽셀의 해상도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1280 x 720 픽셀의 해상도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640 x 360 픽셀의 해상도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320 x 180 픽셀의 해상도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160 x 90 픽셀의 해상도로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참 조>

• [JPEG(1)], [JPEG(2)], [JPEG(3)]에 대해 설정된 해상도에 따라,

해상도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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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개

이 버튼이 눌려지면, 조리개 작동을 실행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이 버튼은 자동과 수동 사이에서 조리개를 전환합니다. 자동

설정에서, 버튼 라벨이 녹색입니다.

이 버튼은 “close” 방향으로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은 “open” 방향으로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 작동하지 않습니다.

포커스

이 버튼이 눌려지면, 포커스 작동을 실행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과 수동 포커싱 사이를 전환합니다.

자동 설정에서, 포커싱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포커스 포인트가 조정됩니다.)

자동 설정에서, 버튼 라벨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포커스가 수동으로 조정되는 동안 이 버튼이 눌려지면,

포커스가 일시적으로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자동 조정 도중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Ne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여 Far 방향으로 포커스를 조정합니다.

자동 조정 도중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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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메뉴(OSD 메뉴) 작동

이 버튼이 눌려지면, 카메라 메뉴 작동을 실행하는 버튼이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동시에, 카메라 메뉴가 유닛의 이미지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유닛의 카메라 메뉴 작동은        ,      ,       ,       을 눌러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들 버튼 중 하나라도 눌려져서 카메라 메뉴를 포함하지 않은

작동으로 전환되면, 카메라 메뉴는 유닛의 이미지에 더이상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카메라 메뉴에 대한 상세 내용은 60 페이지를 참조합니다.

→

Tally lamp lighting status displays
카메라 tally 램프의 켜짐 상태는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정기적인

간격으로 모니터되고, 램프의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됩니다.

tally 램프가 켜져 있는 동안, IP 비디오 디스플레이 영역 프레임은 적색으로 

변합니다.

tally 램프가 켜져 있는 동안, 디스플레이 영역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참 조>

• tally 램프의 켜짐 상태의 변화가 모바일 터미널의 디스플레이에 

반영되는데 약 2초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Tally]에 대해 [Disable]이 선택되었을 때(→ 56, 85 페이지), 카메라의

tally 램프는 tally 시그널이 입력되어도 켜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tally 램프 켜짐 상태 디스플레이는 적색으로 변합니다.

<참 조>

• HTTP 포트 번호가 “80”에서 변경되면, “http://<IP address>:<port 

number>/mobile”*  을 입력하여 유닛의 포트 번호를 지정합니다.

• 네트워크 설정 스크린 [Network]의 [Advanced] 탭에서 [HTTPS] - 

[Connection](→ 93 페이지)이 [HTTPS]로 설정되면, 아래를 입력합니다.

https://<IP address prot number>/mobile

• 인증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나면, 관리자 혹은 일반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모바일 터미널에 따라, 각 스크린 사이에서 전환할 때 패스워드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는 모바일 터미널에서 수신될 수 없습니다.

• 모바일 터미널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되는 동안 컴퓨터에서 [User auth.]

(→ 87 페이지) 설정이 [On]으로 변경되면, 모바일 터미널 스크린을 리프레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모바일 터미널에서 작동되는 웹 브라우저를 닫고 나서 

모바일 터미널 스크린을 다시 엽니다.

• 이미지가 커지면, 일부 모바일 터미널에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낮은 이미지 퀄리티에 가까운 설정이 “Video over IP”

의 [JPEG]의 [Image quality](→ 73 페이지)에 대해 선택되면,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터미널과 디바이스 플랜에 따라 액세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터미널을 사용할 때, 하나의 버튼 이상이 동시에 눌려지면, 버튼

중 하나는 릴리스된 후에도 눌려진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눌려진 채로 있는 버튼만 다시 누르면 릴리스됩니다.

 
예) 팬(좌) 버튼과 팬(우측) 버튼이 동시에 눌려지면, 팬(좌) 버튼과

팬(우) 버튼 중 하나가 눌려진 채로 남고, 패닝은 계속됩니다.

눌려진 채로 있는 팬(좌) 버튼 혹은 팬(우) 버튼이 다시

눌려지면, 패닝이 정지합니다.

*1 이 IP 어드레스는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라우터의 WAN에 대한 글로벌

IP 어드레스입니다.하지만,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모바일 터미널을 

사용하여 동일한 LAN의 유닛에 액세스하면 로컬 IP 어드레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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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로그 디스플레이

NTP 관련 에러 디스플레이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에러의 설명

Connection error No responses from the NTP server. • 서버의 IP 어드레스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버의 IP 어드레슬 설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 NTP 서버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ternal error Undefined error • NTP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NTP 설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Successful

NTP-based time 
synchronization

NTP update succeeded 시간이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TTPS 관련 로그 디스플레이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에러의 설명

HTTPS Self-signed Certificate - Generated • 셀프 사인 인증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Self-signed Certificate - Deleted • 셀프 사인 인증의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Certificate Signing Request - Generated • certificate signing request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CA Certificate - Installed • 서버 인증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CA Certificate - Deleted • 서버 인증의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Previous CRT key - Applied • 이전의 CRT 키가 CRT 키로 적용되었습니다.

Previous CRT key - Applied • CRT 키의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로그인 관련 디스플레이

카테고리 디스플레이 에러의 설명

Login (User name or IP address) • 사용자 인증이 설정되면, 유닛에 로그인 한 사용자의 이름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호스트 인증이 설정되면, 유닛에 로그인 한 사용자의 IP 어드레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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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

이 유닛은 패닝과 틸팅 동작 범위를 제한하는 설정(“리미터”)이

있습니다.

유닛이 설치된 장소에 따라, 리모트 카메라에 접촉하는 장애물이

동작 범위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애물이 접촉을 방해하기 전에 리미터를 설정합니다.

이동 범위에서 상한, 하한, 좌한, 우한의 4개의 리미터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되면, 전원이 꺼진 후에도 위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리미터는 무선 리모트 콘트롤과 콘트롤러 혹은  웹 설정 스크린

[Setup]에 의해 설정되거나 릴리스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정 혹은 릴리스한 것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콘트롤러 작동에 관해, 콘트롤러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한 리미터의 설정은 여기에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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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 설정/릴리스

리미터 설정/릴리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누른다기 보다) 가볍게 두드립니다. 2초간 누르면, 카메라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MENU> 버튼을 다시 2초간 눌러 카메라 메뉴를 

없앱니다.

그리고 스텝    부터 다시 시작합니다.1

2.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 ▼ / ◄ /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상한, 하한, 좌한, 우한에 대한 리미터는 이들 방향 버튼을 이용하여 각각

설정(혹은 릴리스)됩니다. 

이 때 tally 램프가 깜빡입니다. 리미터가 설정되면, 한번 깜빡이고, 

리미터가 릴리스되면 두번 깜빡입니다.

스텝     과       사이에 어떤 버튼이 클릭되면, 스텝    부터 다시 시작합니다.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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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에 설정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혹은 <▼> 버튼을 눌러 상한으로 제공되는 

위치까지 유닛을 최대한 멀리 돌립니다.

그리고,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 동작 범위의 하한 위치에 설정

• 동작 범위의 좌한 위치에 설정

• 동작 범위의 우한 위치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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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스텝을 실행하여 리미터를 릴리스합니다.

• 동작 범위의 상한 위치를 릴리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 동작 범위의 하한 위치를 릴리스

• 동작 범위의 좌한 위치를 릴리스

• 동작 범위의 우한 위치를 릴리스

리미터 리셋

리미터를 리셋하려면, 현재 구성된 설정은 반드시 릴리스되어야 합니다.

설정된 리미터 위치는 아래 스텝에 따라 릴리스할 수 있습니다.

1. “리미터 릴리스”의 스텝에 따라 리셋되는 리미터 위치의 설정을

릴리스합니다.

2. “리미터 설정”의 스텝에 따라 리미터 위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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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혹은 <▼> 버튼을 눌러 하한으로 제공되는 

위치까지 유닛을 최대한 멀리 돌립니다.

그리고,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혹은 <►> 버튼을 눌러 좌한으로 제공되는 

위치까지 유닛을 최대한 멀리 돌립니다.

그리고,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무선 리모트 콘트롤의 <◄> 혹은 <►> 버튼을 눌러 우한으로 제공되는 

위치까지 유닛을 최대한 멀리 돌립니다.

그리고,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기본 리미터 작동”의 스텝을 실행합니다.

(<MENU> 버튼을 빨리 누르고 나서 <PRESET> 버튼을 누른 채로

<►> 버튼을 2초간 누릅니다.)



안전 모드

안전 모드에 관하여

팬-틸트 헤드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로 움직일 때 혹은 무엇인가 회전을

지연시킬 때 유닛은 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안전 모드가 구성되면, 작동의 일부 혹은 전부는 안전을 확인하고 장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비 문제의 감지

유닛이 문제를 감지하면, 그 기능은 정지되고, 유닛은 재시작되거나 초기

설정 작동이 실행되고, 약 30초 후에 유닛의 정상 조건이 복구됩니다.

<참 조>

• 문제가 감지되면, 픽쳐는 잠시동안 더이상 출력되지 않을 수 있지만, 

5초 - 10초 내에 복구됩니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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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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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8 페이지

설치 설명서

– – –

설치 설명서

– – –

 

25 페이지

111 페이지

109 - 110 페이지

26 페이지

 
 

– – –

18, 22 페이지

16 페이지

설치 설명서

87, 88 페이지

– – –

• HTTPS 연결을 사용할 때, AW-RP50, AW-RP120, AK-HRP200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93, 98 페이지

56, 84 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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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없음

• AC 어댑터는 AC 소켓에 확실히 연결되었습니까?

• AC 어댑터의 전원 플러그는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 LAN 케이블은 IP 콘트롤 LAN 커넥터 <LINK/ACT>에 확실하게 

연결되었습니까?

• PoE+(IEEE802.at) 호환 파워 서플라이 디바이스용 네트워크 케이블과 유닛은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 전체 전원 제한이 여러 대의 PoE+ 터미널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파워 서플라이 디바이스를

초과하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oE+ 파워 서플라이 디바이스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유닛이 콘트롤러에 연결되었다면,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콘트롤러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무선 리모트 콘트롤에서 작동을 실행할 때

“무선 리뫁 콘트롤을 사용하여 작동할 수 없음” 아이템을 참조합니다.

→

→

→

작동할 수 없음

(무선 리모트 콘트롤, 콘트롤러 공통)

• 전원이 켜졌습니까?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꺼졌거나 오렌지색으로 켜지면, 유닛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 안전 모드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 리미터 기능이 설정되었습니까?

• 작동하려는 유닛을 제대로 선택하였습니까?

→

무선 리모트 콘트롤을 이용하여

작동할 수 없음

• 리모트 콘트롤의 배터리가 다 되었거나 배터리의 극성이 바뀌어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무선 리모트 콘트롤이 무선 리모트 콘트롤 시그널 광센싱 영역 근처에서 

작동되었을 때도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깜빡이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배터리를 교체합니다.

• IR ID 스위치가 제대로 설정되었습니까?

• 유닛 근처에 형광등 혹은 플라즈마 모니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선 리모트 콘트롤

광센싱 영역이 그 빛에 노출됩니까?

→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작동할 수 없음

• 유닛은 콘트롤러에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콘트롤러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 AW-RP120, AW-RP50, AK-HRP200 리모트 카메라 콘트롤러가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었을 때 사용자 인증과 호스트 인증은 OFF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콘트롤러가 유닛을 지원하도록 콘트롤러의 버젼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 사이트의 support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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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닛이 작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 독립형(데스크탑) 설치 설정이 제대로 선택되었습니까?

• 유닛이 콘트롤러에 연결되면 반대 설정이 콘트롤러에 설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콘트롤러용 사용 설명서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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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설명서

설치 설명서

25 페이지

88 페이지

–  –  –

 
98 페이지

98 페이지

 59 페이지

59 페이지

– – –

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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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에서 액세스 안됨

• 카테고리 5 이상의 LAN 케이블이 IP 콘트롤 <LINK/ACT>용 LAN 커넥터로 

연결되었습니까?

• IP 콘트롤 <LINK/ACT>용  LAN 커넥터의 <LINK> LED가 켜졌습니까?

켜지지 않았다면, LAN으로의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연결 데스트네이션에서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상된 접속에 대한 LAN 케이블을 확인하고 배선을 확인합니다.

• 전원이 켜졌습니까?

유닛의 상태 디스플레이 램프가 꺼졌거나 오렌지 색으로 켜지면, 유닛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효한 IP 어드레스가 유닛에 설정되었습니까?

• 틀린 IP 어드레스가 액세스되었습니까?

아래의 스텝에 따라 연결을 확인합니다.

Windows 용 :

윈도우즈 커맨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 ping [IP address which has been set in the camera]를 실행합니다.

유닛에서 돌아오는 회신은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신이 수신되지 않으면, 아래의 작동을 시도합니다.

• 유닛을 재부팅하고 20분 안에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P 어드레스를

변경합니다.

 Nac 용 :

OS X 터미널을 이용하여

> ping -c 10 [IP address which has been set in the camera]를 실행합니다.

유닛에서 돌아오는 회신은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신이 수신되지 않으면, 아래의 작동을 시도합니다.

• 유닛을 재부팅하고 20분 안에 Easy IP Setu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P 어드레스를

변경합니다.

• 554가 HTTP 포트 번호로 설정되었습니까?

유닛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번호를 제외한 포트 번호를 HTTP 포트 번호로

사용합니다.

20, 21, 23, 25, 42, 53, 67, 68, 69, 110, 123, 161, 162, 554, 995, 10669, 10670,

59000 - 59999, 60000 - 61000

• HTTPS 기능이 가능할 때 “http://”를 통해 액세스하였습니까?

HTTPS 기능을 사용할 때 “http://”를 통해 액세스를 실행합니다.

포트 번호의 입력도 필요합니다.

• 동일한 IP 어드레스 설정이 다른 유닛에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유닛, 액세스 디바이스(컴퓨터, 모바일 터미널, 콘트롤러 등)와 다른 카메라의 

IP 어드레스르 확인합니다.

• 서브넷 마스크 설정이 연결 데스티네이션의 네트워크 서브넷과 

일치합니까?

유닛과 액세스 디바이스의 서브넷 마스크 설정을 확인하고 나서,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 “Use a proxy server” 설정이 웹 브라우저에서 선택되었습니까?

(유닛과 컴퓨터가 동일한 서브넷에서 연결되었을 때)

웹 브라우저의 [proxy setting]을 이용하여 프록시 서버가 설정되면, 유닛의 IP 어드레스

설정으로 “Don’t use proxy” 어드레스가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 잘못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유닛에 설정되었습니까?

(유닛과 컴퓨터가 다른 서브넷에서 연결되었을 때)

유닛에 설정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합니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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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설정 스크린 [Setup]의 설정이

업데이트 되거나 제대로 디스플레이

되지 않습니다.

Windows 용 :

• 컴퓨터 키보드의 [F5] 키를 눌러 확보된 설정을 요구합니다.

Mac 용 :

• 컴퓨터 키보드의 [Command] + [R] 키를 눌러 확보된 설정을

요구합니다.

• 일시적인 인터넷 파일을 삭제하려면 아래를 실행합니다.

Windows 용 :

①

②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를 선택합니다.

[General] 탭을 클릭하고 [Browsing history]의 [Delete] 버튼을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Delete Browsing History] 스크린에서, [Temporary Internet Files] 체크 박스를

선택하고 나서, [Delete]를 클릭합니다.
④

Mac 용 :

① 사파리에서 [Safari] - [Empty Cache]를 선택합니다.
②  [Are you sure you want to empty the cache?] 팝업 스크린에서 [Empty]를 클릭합니다.

Windows 용 : 
• 일시적인 인터넷 파일 설정에서 [Check for newer versions of stored pages]가 

[Every time I visit the webpage]로 설저되지 않으면, IP 이미지는 웹 설정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래를 실행합니다.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를 선택합니다.

[General] 탭을 클릭하고 [Browsing history]에서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②

③ [Temporary Internet Files and History Settings] 다이어로그 박스에서,
[Check for newer versions of stored pages]의 [Every time I visit the webpage]

옵션을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④

• 유닛의 포트는 방화벽이나 안타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의해 필터링 될 수

있습니다.

유닛의 HTTP  포트 번호를 필터링되지 않는 포트 번호로 변경합니다.

→

→

설정 파일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Windows 용 :

•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불가능합니까?

아래를 실행합니다.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를 선택합니다.

② [Security] 탭을 클릭하고 [Security level for this zone]의 [Custom level]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Security Settings] 다이어로그 박스에서, [File download]에 대해 

[Enable] 옵션을 선택합니다.

④

[Automatic prompting for the file downloads]에 대해 [Enable] 옵션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익스폴로러 8의 경우 :

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⑥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Tally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 [Tally] 설정이 [Disable]로 설정되었습니까?

[Tally]가 [Disable]로 설정되면, 유닛의 tally 램프는 켜지지 않습니다.

설정을 [Enable]로 변경합니다.

→

→

컴퓨터, 외부 디바이스, 리모트 

콘트롤어에서 커맨드가 불안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안드로이드 터미널이 연결되었습니까?

하나의 안드로이드 터미널만 유닛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증 스크린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 사용자 이름 혹은 패스워드가 변경되었습니까?

유닛이 액세스될 때 별도의 웹 브라우저에서 현재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변경하면, 인증 스크린은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변경될 때마다

나타납니다.

웹 브라우저를 닫고 유닛으로 액세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사용자 인증 방법이 변경되었습니까?

[User auth.] - [Authentication] 설정을 변경하면, 웹 브라우저를 닫고

액세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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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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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디스플레이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 액세스가  HTTPS 모드에서 실행됩니까?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시그널 프로세싱 때문에 HTTPS 모드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 유닛이 동일한 로컬 네트워크에 있고 프록시를 통해 액세스됩니까?

액세스가 프록시를 통해서 실행되지 않도록 웹 브라우저 설정을 구성합니다.

•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유닛의 IP 이미지에 액세스합니까?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유닛의 IP 이미지에 액세스하면, 이미지는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IP 이미지의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 터미널에서 카메라에 

액세스 안됨

• URL이 정확합니까? “/mobile”이 URL의 끝에 입력되었습니까?

URL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모바일 터미널에서 유닛에 액세스할 때

“/mobile”이 컴퓨터에서 유닛에 액세스할 때 사용되는 URL의 끝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 모바일 터미널의 HTTP SSL 암호는 유닛의 암호와 다릅니까?

유닛에 대해 [HTTPS] - [Connections]을 [HTTP]로 설정하고 액세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 HTTPS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 “http://”를 통해 액세스합니까?

HTTPS 기능을 사용할 때, “http://”를 통해서 액세스합니다. 포트 번호 입력도

필요합니다.

→

→

→

→

→

카메라의 단축 아이콘이 컴퓨터의

[Network]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Windows UPnP 컴포넌트가 추가되었습니까?

Windows UPnP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추가합니다.→



 ■ 비디오

설치 설명서

26 페이지

54, 84 페이지

18 페이지

56, 84 페이지

29 페이지

37 - 45 페이지

– – –

29 페이지

30 페이지

– – –

29 페이지

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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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가 디스플레이되지 않거나

불안합니다.

• 유닛이 다른 연결된 디바이스에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 작동되는 유닛이 선택되었을 때 픽쳐가 전환되는 방식처럼 시스템이 구성되면,

정확한 유닛이 선택되었습니까?

• 이미지 시그널 설정은 제대로 선택되었습니까?

• 설정된 비디오 시그널 포맷으로 지원되는 외부 sync 시그널이

입력됩니까?

픽쳐가 수직으로 움직입니다. • 독립형(데스크탑) 설치 설정이 정확하게 선택되었습니까?

여러 개의 컬러 밴드(컬러 바)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카메라 픽쳐로 전환합니다.

메뉴 스크린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카메라 메뉴에서 나옵니다.

메뉴 스크린 보기가

어렵습니다.

• 사용하는 HDMI 모니터에 따라, 아래에 설명한 증상을 한 개 이상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증상은 SD 포맷 중 하나가 사용될 때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는 정상이고 어떠한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 카메라 메뉴 디스플레이에서 글자의 해상도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변하는 것에 따라

변합니다.

• 모니터에 대해 설정된 엣지 향상 설정에 따라, 화이트 라인이 카메라 메뉴의

검은색 그림자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모니터에 대해 설정된 엣지 향상 설정에 따라, 백그라운드 컬러가 카메라 메뉴의

흰 부분에 이중인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 포커싱 없음

• 포커스가 수동으로 설정되었습니까?

자동 포커싱은 포커스가 자동으로 설정되자마자 시작됩니다.

• 일부 상황에서, 자동 설정에서 포커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동 설정을 선택하고 수동으로 포커스합니다.

→

→

포커스에 수동 설정이 사용될 때

줌잉 도중 피사체가 포커스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Tele에서 포커스가 조정되었습니까?

포커싱 정확도가 더 높은 Tele에서 먼저 포커스를 조정하고 나서, 

줌잉을 진행합니다.

• 일부 작동 조건에서, 피사체를 포커스로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 설정에서 포커스를 사용합니다.

포커싱은 야간 모드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 가시 조명으로 촬영합니까?

포커스 위치는 굴절 지수의 차이 때문에 가시 조명 조건과 적외선 조건에서

다릅니다. 적외선은 야간 모드 사용시 900 nm 부근의 파장 길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080/59.94p 이미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포맷이 59.94p로 설정되었습니까?

포맷 설정을 설정합니다.

1080/50p 이미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포맷이 50p로 설정되었습니까?

포맷 설정을 설정합니다.

1080/29.97PsF 이미지는 움직이며
나타납니다. 

•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PsF(Progressive segmented Frame) 포맷에서, 꾸준히 동일한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동일한 이미지를 필드 1과 2로 캡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조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1080/25PsF 이미지는 움직이며 
나타납니다.

•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PsF(Progressive segmented Frame) 포맷에서, 꾸준히 동일한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동일한 이미지를 필드 1과 2로 캡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조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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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쳐의 컬러링에 이상이

있습니다.

• ATW(Auto tracking white adjustment)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일부 상황에서, ATW 기능을 이용하여 적절한 컬러가 재생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이트 밸런스 조정으로 진행합니다.

픽쳐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습니다.

• 조리개에 대한 자동 설정을 선택하거나 수동 설정을 선택하여 조리개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 아날로그 비디오 시그널 케이블이 너무 길면 시그널 약화가 되므로 픽쳐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가 흑백입니다.
• 유닛이 야간 모드입니까?

야간 모드에서, 출력은 흑백입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이  
불가능합니다.

• 유닛이 야간 모드입니까?

자동 화이트 밸런스 조정(AWB)은 야간 모드에서 불가능합니다.

스크린이 야간 모드에서 너무

밝습니다.
• 조리개는 야간 모드에서 비디오 관음을 방지하기 위해 열리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광원에서 밝기를 조정합니다.
조리개가 야간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

→

→

피사체가 왜곡되어 보입니다.

• 이 카메라를 MOS 이미지 다바이스로 사용한 이후, 촬영 타이밍은 스크린의 좌상단과

우하단에서 약간 다릅니다. 

이는 피사체가 카메라 앞을 빠르게 지나가면, 약간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기능이 아닙니다.

촬영 도중  플래쉬가 터질 때,

스크린의 상단 혹은 하단부만 

밝아집니다.

• MOS 이미지 센서는, 촬영 타이밍이 스크린의 좌상단과 우하단이 약간 다릅니다.

이는 플래쉬가 터질 때, 스크린의 하단은 해당 필드에서 밝아지고 상단은 다음 필드에서

밝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상이며 어떠한 문제의 표시가 아닙니다.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경되거나,

컬러가 변하고, 수평 줄무늬가

스크린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이

보입니다.

• 이 현상(깜빡임)은 형광등, 수은등, 혹은 기타 방전 튜브 형태의 조명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50 Hz 파워 서플라이 주파수 지역에서 전자 셔터 속도를 1/100으로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60Hz 파워 서플라이 주파수에서는 OFF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세한 라인이나 주기적인 패턴이

촬영되면, 깜빡임이 보이거나 컬러링이

추가됩니다.

• 이 현상은 픽셀이 각 이미지 센서에 질서 정연하게 정렬되어 발생합니다.

피사체의 공간 주파수와 픽셀 피치가 근접하게 되어 카메라 앵글을 변경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에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 아래의 내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 스위칭 허브, 주변 디바이스가 접지되지 않았습니다.

전력 라인 근처에서 사용합니다.

 강력한 전기 혹은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장비(텔레비젼, 라디오 안테나, 에어컨 모터,

변압기 등)가 근처에 있습니다.

주변 디바이스의 이동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앰플리파이어와 같이 마이크로폰을

사용하거나 낮은 출력 임피던스로 오디오 출력을 연결합니다.

-

-

-



 ■ IP 이미지

24 페이지

– – –

– – –

 

– – –

– – –

– – –

– – –

– – –

73 페이지

118

문제 해결(계속)  

증상 원인과 조치 레퍼런스 페이지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Windows 용 :

•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습니까?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Windows 용 :

• [Check for newer versions of sotred pages]가 템포러리 인터넷 파일 설정에서 [Every

time I visit the webpage]로 설정되지 않았다면, IP 이미지는 라이브 스크린 [Live]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실행합니다.

①

②

③ [Temporary Internet Files and History Settings] 다이어로그 박스에서, [Check

[General] 탭을 클릭하고, [Browsing history]에서 [Settings] 다이어로그 박스를 

for newer versions of sotred pages]의 [Every time I visit the webpage] 옵션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를 선택합니다.

④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희미합니다.
• 포커스가 제대로 조정되었습니까?

포커스 조정을 확인합니다.

아미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웹 브라우저나 그 버젼에 따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미지는 네트워크 정체, 유닛으로의 액세스 레벨 등에 따라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 유닛의 IP 비디오 설정이 변경되었으면, 이미지 디스플레이는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유닛으로의 액세스 레벨, 멀티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액세스를

중지합니다.

그런 후에 아래를 확인합니다.

 Windows 용 :

컴퓨터 키보드의 [F5] 키를 눌러 설정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Mac 용 :

컴퓨터 키보드의 [Command] + [R] 키를 눌러 설정의 확보를

요구합니다.

 모바일 터미널 용 :

 웹 브라우저의 [Refresh] 버튼을 눌러 스크린을 리프레쉬하여 설정 확보를

요구합니다.

→

→

→

→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제대로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아래를 실행하여 템포러리 인터넷 파일을 삭제합니다.

Windows 용 :

 ①

 ②

③ [Delete Browsing History] 스크린에서, [Temporary Internet Files] 체크 박스를
[General] 탭을 클릭하고 [Browsing history]의 [Dele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하고 [Delete]를 클릭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Tools] - [Internet Options]를 선택합니다.

④

Mac 용 :

 ① 사파리에서 [Safari] - [Empty Cache]를 선택합니다.
 ② [Are you sure you want to empty the cache?] 팝업 스크린에서 [Empty]를 클릭합니다.

• Wi-Fi 설정을 아래와 같이 재설정합니다.

모바일 터미널(iOS) 용 :

  [Settings] 아이콘 - [General] - [Reset]에서 [Reset Network Settings]를 실행하고

새로운 Wi-Fi 설정을 설정합니다.

• 유닛의 포트는 방화벽이나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의 기타 기능에 의해 걸러질 수

있습니다.

유닛의 HTTP 포트 번호를 필터링되지 않는 포트 번호로 변경합니다.

H.264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되지 않습니다.

• “Network Camera View3”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환경에서 “Network

Camera View 4S” 플러그인 뷰어 소프트웨어가 삭제되면, H.264 이미지의 디스플레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Network Camera View 4S”를 설치하기 전에 “Newwork Camera View 3”를

삭제합니다.

• 카메라가 컴퓨터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었습니까?

[Internet Mode]를 [On]으로 설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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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왜곡됩니다.

• 이미지는 전송 경로가 복잡하고 적절한 전송이 불가능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는 비디오 패킷 셔플링이 전송 경로에서 발생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컴퓨터용으로 이상적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전환하면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터미널이 잠깐 작동하지 않을 때  
이미지가 어두워집니다.  

• 모바일 터미널이 전원 절약 모드가 가능합니까?

모바일 터미널의 전원 절약 모드를 불가능하게 하여 이미지가 계속 디스플레이되도록

합니다.

여러 대의 웹 브라우저가 H.264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할 때, 여러 대 카메라의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하나의 웹 브라우저

에서 나타납니다.

Windows 용 :

• 컴퓨터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드라이버의 조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먼저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최선 버젼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하드웨어 강화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 섹션은 실례로 Windows 7을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정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여 메뉴에서 [Screen Resolution]을 선택합니다.

② [Advanced settings]를 클릭합니다.

③ [Troubleshoot] 탭을 선택하고, [Charge setting]을 클릭합니다.

④ [User Account Control]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나면, [Yes]를 클릭합니다.

(관리자 계정이 아닌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패스워드(필요시 사용자 이름)를 입력하고,

[Yes]를 클릭합니다.

⑤ 가장 좌측에서 [Hardware acceleration] 설정을 [None]으로 변경하고 [OK]를 

→

→

→

→

클릭합니다.



 ■ 웹 스크린

인포메이션 바

인포메이션 바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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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계속)  

증상 원인과 조치 레퍼런스 페이지

컴퓨터에 설치된 OS에 따라, 아래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면 아래의 설명을 따릅니다.

아래의 솔루션의 실행이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Windows 용 :
아래의 설명의 “information bar”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나타나는 메시지 바를 지칭합니다.

Internet Explorer 9.0, 10.0, 11.0 :

인포메이션 바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단에 나타납니다.

Internet Explorer 8.0 :

인포메이션 바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주소바 아래에 나타납니다.

Internet Explorer 9.0, 10.0, 11.0 용 :

인포메이션 바에 아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This website wants to run the 

following add-on : ‘WebVideo

Module' from ‘Panasonic System

Networks Co., Ltd.’.”

• [Allow]를 선택합니다.

Internet Eplorer 8.0 용 :

인포메이션 바에 아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Pop-up blocked. To see this pop-up  
or additional options click here...”

• 인포메이션 바를 클릭하고, [Always Allow Pop-ups from This Site]를 선택합니다.

[Allow pop-ups from this site?] 다이어로그 박스가 나타나면,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Internet Explorer 9.0, 10.0, 11.0 용 :

인포메이션 바에 아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This  website wants to install the 

following add-on: ‘nwcv4SSetup.exe’  
from ‘Panasonic System Networks

Co.,Ltd.'."

• [Install]을 선택합니다. 

보안 경고 창이 나타나면,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Internet Explorer 8.0 용 :

인포메이션 바에 아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This site might require the following

ActiveX control: ‘nwcv4SSetup.exe’

from ‘Panasonic System Networks

Co.,Ltd.'. Click here to install...”

• 인포메이션 바를 클릭하고 [Install ActiveX control]을 선택합니다.

보안 경고 창이 나타나면, [Install]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필요한 상태 바 혹은 스크롤 바가

팝업 윈도우에 디스플레이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용 보안 설정 스크린을 열고 [Internet]을 선택합니다.

[Custom level] 버튼을 클릭하고, [Miscellaneous]에서 [Allow script-initiated windows 

without size or position contraints]를 [Enable]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경고 창이 나타나면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IP 이미지가 디스플레이 프레임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 이미지가 DPI 설정이 120 DPI 이상일 때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하고, [Screen Resolution] - [Make text and other
items larger or smaller]를 클릭하고 [Smaller - 100%(default)]를 선택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줌 기능의 확대 레벨이 100%가 아닐면 이미지가 정확하게

나타난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뉴 바에서 [View] - [Zoom]을 선택하고 [100%]를 클릭합니다.

스크린의 레이아웃이 왜곡되거나  
스크린의 일부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뉴 바에서 [Tools] - [Compatibility View Settings]를 선택하고

유닛에 대한 호환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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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전원 :   DC 12 V (AC adaptor supplied)

DC 42 - 57 V (PoE+ power supply)

전류 소비 :   1.8 A (AC adaptor supplied)

0.6 A (PoE+ power supply)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 일반
주변 작동 온도 :

0°C - 40°C

보관 온도 :
-20°C - 50°C

허용 가능 습도 범위 :

20% - 90%(무결로)

무게 :    약 3.1kg [장착 브라켓 포함]

크기 (W x H x D) :

180 mm x 228 mm x 234mm

(돌출부, 케이블 커버, 

다이렉트 천정 장착 브라켓 제외)

마감:    AW-HE130WP/AW-HE130WE : 펄 화이트

AW-HE130KP/AW-HE130KE : 메탈릭 블랙

지원 콘트롤러 :

AW-RP120, AW-RP50, AK-HRP200

• 유닛을 지원하려면 콘트롤러의 버젼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의 support page를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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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입력 커넥터 : DC 12V IN,

G/L IN (BNC)

• BBS(Black Burst Sync), tri-level sync 지원

• 컬러 서브 캐리어로 잠금은 BBS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IEEE802.3at standard)

■ 출력
비디오 출력

HDMI :   HDMI 커넥터

• HDCP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Viera Link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HD/SD SDI OUT :  SMPTE424/SMPTE292/SMPTE259

75Ω(BNC x 1)

VIDEO OUT :   NTSC/PAL

1.0 V [p-p]/75Ω (BNC x 1) 

■ 입력/출력
입력/출력 커넥터

LAN :     IP 콘트롤용 LAN 커넥터(RJ-45)

RS-422 :    CONTROL IN RS-422A(RJ-45)

MIC/LINE 입력 :  φ3.5 mm 스테레오 미니 잭

Input impedance : High impedance

• During MIC input

지원 mic :   스테레오 mic(plug-in power,  

• 공급 전원 : 2.5 V ± 0.5 V

Mic 입력 감도 : 약 -40dBV ± 3 dBV

• LINE 입력 도중

입력 레벨 : 약 -10 dBV ± 3 dBV

■ 기능과 성능
[카메라 유닛]

이미징 센서 : 1/2.86-type Full-HD 3MOS

렌즈 :  Motorized 20 zoom, F1.6 - F3.4

(f=4.5 mm - 90 mm: 35 mm equivalent : 32.13 mm

- 642.5 mm)

포커스 :  자동과 수동 사이 전환

포커스 거리 :   완전 줌 범위 : 800mm

광각 : 400mm

on/off switching via menu)

(0 dB=1 V/Pa, 1 kHz)

 컬러 세퍼레이션 옵티컬 시스템 :

     

최소 조명 :

2 lx(50%, F1.6, 36 dB)

수평 해상도 :
1000 TV lines Typ(Center area)

게인 선택 : Auto, 0 dB - 36 dB

프레임 믹스 : 0 dB, 6 dB, 12 dB, 18 dB, 24 dB

• 포맷이 아래와 같을 때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1080/29.97p, 1080/23.98p, 1080/29.97PsF, 

1080/23.98PsF, 1080/25p,  1080/25PsF.

전자 셔터 속도 :

• 59.94p/59.94i: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29.97p: 

1/30,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23.98p: 

1/24,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50p/50i: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 25p: 

1/25, 1/60, 1/120, 1/250, 1/500, 1/1000, 1/2000, 

1/4000, 1/10000

Synchro 스캔 :   
• 59.94 Hz :

60.15 Hz - 642.32 Hz

• 50 Hz :

50.15 Hz - 535.71 Hz

감마 :  HD, SD, FILMLIKE1, FILMLIKE2, FILMLIKE3

0.30 - 0.75(Manual setting)

화이트 밸런스 :   AWB A, AWB B, ATW, 3200K, 5600K, VAR(2000K

- 15000K)

3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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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계속)  

크로마 양 가변성 :

씬 파일 :   Scene1, Scene2, Scene3, Scene4

OFF, -99% - 40%

출력 포맷 :   1080/59.94p, 1080/29.97p*1 1080/23.98p, 

1080/59.94i, 1080/29.97PsF, 1080/23.98PsF, 

720/59.94p, 480/59.94p(i)*21080/50p, 1080/25p*1

1080/50i, 1080/25PsF, 720/50p, 576/50p(i)*2

*1 네이티브 출력

*2 “P” 시그널은 HDMI 출력이고, “I” 시그널은

SDI 시그널이며 480/59.94p(i)와 576/50p(i)의

출력 포맷은 아날로그 출력입니다.

동기화 시스템 :

Internal/External 동기화(BBS/Tri-level sync)

[팬-틸트 헤드 유닛]

설치 방법 :
독립형(데스크탑) 혹은 매달기(매달기)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닛은 제공된 장착 브라켓을

이용하여 고정되어야 합니다.

카메라/팬-틸트 헤드 콘트롤 :

IP 연결

케이블

• 허브를 통해서 연결할 때

LAN 케이블*  (카테고리5e 이상, 스트레이트2

케이블), 최대 100 m

• 허브를 사용하지 않을 때
2LAN 케이블*  (카테고리 5 이상, 크로스오버

케이블), 최대 100m

RP 연결

케이블

LAN 케이블*  (카테고리 5 이상, 스트레이트2

케이블), 최대 1000 m

RS-422A, AW 시리즈 프로토콜

*2 STP(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팬/틸트 작동 속도 :

패닝 범위 : ±175°

틸팅 범위 :

• 팬 혹은 틸트 위치에 따라, 카메라가

0.08°/s - 60°/s

-30° - 210°

NC35 미만

이미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숙도 :  

 

■ AC 어댑터 

입력 : AC 100 - 240V, 1.2 - 0.6 A
50/60 Hz

출력 : DC 12 V, 2.0 A, 24 W

 는 안전에 관한 안내입니다.

초기 스위치온에서 유럽 기준 EN55103-1에 따른 돌입 전류 : 4A

5초 공급 중단 후 : 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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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전기 & 전자 장비(가정용)의 사용자들를 위한 폐기에 대한 정보

제품, 패키지, 동봉된 서류상의 이 심볼은 사용한 전기/전자 제품은 일반 가정 쓰레기와 섞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복구와 재활용에 대해, 무상으로 제품을 받아주는 지정된 수집 장소로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일부 국가에서는 동등한 새 제품의 구입에 따라 지역 소매업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올바른 폐기는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막고 가치있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가까운 지정 수집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역 당국에 문의하도록 합니다.

이 폐기물의 부적절한 폐기에 대한 처벌은 국가별 법령에 따릅니다.

유럽 연합의 업무용 사용자

전기/전자 제품을 폐기하려면, 추가 정보에 관해 딜러나 공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연합 이외의 국가에서 폐기에 관한 안내

이 심볼은 유럽 연합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들 제품을 폐기하려면, 지역 당국 혹은 딜러에게 문의하여 폐기의 정확한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