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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AVCCAM 3년 보증 수리 프로

그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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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사용전 참고사항!

	 	나사를 풀어서 커버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커버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고칠수 있는 부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해 주십시오.

경고: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기기
를 비나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기기
를 모든 종류의 액체와 가까운 곳에 두지 마
십시오. 액체가 떨어지거나 튈 위험이 없는 
위치에서만 사용 또는 보관하고, 액체가 든 
용기를 기기 위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

•

경고:
메모리 카드나 액세서리(동전형 배터리, 마이
크 홀더 나사, 마이크 홀더 어댑터, 페라이트 
코어, 바인더, INPUT 단자 커버)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주의:
화재의 위험, 충격, 유해한 전파간섭을 줄이기 위
해서는 권장하는 액세서리만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의:
충분한 환기를 위해 본 기기를 책장, 붙박이장 
또는 기타 밀폐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과열로 인한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
이 있으므로 커튼 및 기타 다른 물체가 통풍구
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
삼각대가 부착되어 있을 때는 손잡이를 잡고 
제품을 들어올리지 마십시오. 삼각대가 부착된 
상태로 손잡이를 들면 삼각대의 무게로 인해 
손잡이가 부러져 사용자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
가 있습니다. 삼각대가 부착된 상태로 제품을 
운반할 때는 삼각대를 잡아 주십시오.

주의:
배터리를 잘못 취급하면 화재나 폭발의 위험
이 있습니다.
배터리 팩

같은 종류 또는 지정된 종류의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분해하거나 화기가 있는 곳에 폐기하지 마십시오.
60도가 넘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문과 창문이 닫혀 있는 장시간 직사광선이 
비추는 차 안에 배터리를 두지 마십시오.
지정된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리모컨 배터리
부품 번호CR2025 배터리로만 교체하십시오.
배터리를 재충전하지 마십시오.
분해하거나 화기가 있는 곳에 폐기하지 마십시오.
60도가 넘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

•
•
•

•

•
•
•
•

카메라 레코더

등급 표시는 뷰파인더 밑부분에 있습니다.

AC 어댑터

등급표시는 AC 어댑터의 밑부분에 있습 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 콘센트에서 AC 플러

그를 뽑아 주십시오.

주의:
전원 공급 코드의 주 플러그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AC 콘센트는 기기와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AC 콘센트에서 본 기기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하십시오.

주의:
변환렌즈 또는 기타 액세서리가 장착된 상태에

서 본 제품의 손잡이를 잡고 떨어뜨리거나 흔

들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변환렌즈의 추가된 무게로 인해 손잡이에 가해

지는 심한 흔들림은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에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주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지나치게 큰 소리를 들

으면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기기를 사용할 때는 오랫동안 피부에 직접 닿

지 않게 하십시오.

기기에서 온도가 높은 부분이 오랫동안 피부에 

닿아 있으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할 때는 삼각대를 이용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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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상 주의
강한 자성이 있는 곳에서 본 기기를 작동하면 비디오, 오디오 신호에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작동을 할 때에는 자성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중요
인정받지 않은 TV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및 기타 것들의 촬영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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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연월에 대해서

AG-HMC150 AN

제조 연도와 월이 기재된 라벨이 카메라 레코더 하단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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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Panasonic 배터리(충전용 배터리) 사용 권장 

Panasonic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시중에는 진품과 매우 비슷한 유사 배터리 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팩은 적절한  

안전 규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내부 보호장치로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나 폭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 배터리 팩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기능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유념해주십시오.

안전한 제품 사용의 보장을 위해 정품 Panasonic 배터리 팩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구입 전 정품 유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배터리 가운데 많은  

수가 유사품으로 판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

이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2008년 8월 기준)

  Panasonic VW-VBG260 및 VW-VBG6 배터리를 본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VW-VBG260 및 VW-VBG6 배터리에는 본 제품에 사용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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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개요

본 카메라 레코더는 AVCHD 표준과 호환되며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D/SDHC 메모리 카드를 기

록 매체로 사용합니다.

본 기기를 사용하면 창의성 높은 비디오 프로덕션은 물론 방송 표준에 근접한 고품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

습니다.

SD/SDHC 메모리 카드

32

LO
C

K

이미지를 HD(high definition)로 촬영

할 수 있습니다. 

촬영된 데이터의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D 메모리 카드에서 여러 사용자 파

일을 촬영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52페이지)

•

•

컴퓨터

데이터(파일)를 비선형 편집 등을 위해 

컴퓨터로 전송합니다.

2 PC 모드
(75페이지)

USB2.0

SD/SDHC 메모리 카드로 
촬영 및 재생 
(30, 59페이지)

1

32

LO
C

K

SD/SDHC  
메모리 카드

텔레비전/비디오 장치/모니터

    

HDMI 케이블

비디오 케이블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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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전에 읽어보십시오

본 제품과 호환되는 SD 메모리 카드

SD 속도 등급 2 이상의 SD 메모리 카드 또는 SDHC 메모리 카드∗ 또는 다음 Panasonic SD 메모리 카드

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2008년 8월 기준).
∗ PH 모드 또는 HA 모드에서 촬영하려면 속도 등급 4 이상이 필요합니다.

카드 종류 촬영 용량 촬영/재생
장면 및 사용자 파일의  

저장/읽기, 메타데이터 읽기

SD 메모리 카드

8 MB

16 MB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32 MB

64 MB

128 MB

256 MB

성공적 작동을 보증할 수 없습니

다. 특정 SD 메모리 카드 사용 

시 촬영이 갑자기 중지될 수 있

습니다.

512 MB RP-SDV512

1 GB
RP-SDV01G

RP-SDM01G

2 GB
RP-SDV02G

RP-SDM02G

SDHC 메모리 

카드

4 GB
RP-SDV04G

RP-SDM04G

6 GB RP-SDM06G

8 GB
RP-SDV08G

RP-SDM08G

12 GB RP-SDM12G

16 GB

RP-SDV16G

RP-SDM16G

AG-SDV016G

32 GB
RP-SDV32G

AG-SDV032G

본 사용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웹 사이트의 지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본 제품은 SD 표준 FAT12 및 FAT16 형식으로 포맷된 SD 메모리 카드와 FAT32 형식으로 포맷된 

SDHC 메모리 카드와 호환됩니다.

4 GB 이상의 용량에는 SDHC 메모리 카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HC 로고가 없는 4 GB(또는 그 이상) 메모리 카드는 SD 표준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때는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컴퓨터 또는 다른 장치에서 메모리 카드

를 포맷하면 기록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카드가 본 제품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페이지)(컴퓨

터 등에서 이미 포맷된 카드를 본 제품을 사용하여 다시 포맷하십시오.)

본 제품에 miniSD/miniSDHC 카드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해당 특별 어댑터를 설치하십시오. (어댑터만 

삽입하면 제품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메모리 카드를 먼저 어댑터에 넣으십시오.)

MultiMediaCards는 본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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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SDHC 호환 장치)은 SD 메모리 카드 및 SDHC 메모리 카드와 호환됩니다. SDHC 메모리 카

드는 SDHC 메모리 카드 호환 장치에 사용할 수 있지만 SD 메모리 카드만 호환되는 장치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SDHC 메모리 카드를 다른 장치에 사용할 때는 항상 해당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확

인하십시오.)

SDHC 호환 장치

SDHC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 호환 장치

 (SD 속도 클래스 4)

SD 표준으로 명시된 SD 호환 장치와 SD 메모리 카드 간의 연속 데이터 쓰기를 위한 클래스 4 속도 표준

(SD 속도 클래스)을 가리킵니다.

SD 호환 제품에 대해 SD 속도 클래스 4 카드의 사용이 권장된다는 것은, 클래스 4 이상의 SD 메모리 카

드를 사용했을 때 안정적 촬영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사용 주의 사항

먼지,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카드 뒷면의 커넥터 부분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카드를 두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 아래 또는 습도가 높은 곳, 가열 장치 근처

 - 습도나 먼지가 많은 위치

 - 온도 변화가 심한 위치(카드에 응결이 발생할 수 있음)

 - 정전기 또는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

카드를 사용한 뒤에는 가방이나 케이스에 보관하십시오.

•
•

•

사용하기 전에 읽어보십시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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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 사항

실제 촬영하기 전에는 항상 테스트 촬영을 하십시오.

결혼 등의 중요한 행사를 촬영할 때는 항상 테스트 촬영을 한 후 사운드와 이미지가 올바르게 촬영되는

지 확인한 다음 실제로 촬영하십시오.

달력과 시간대를 확인하고 설정하십시오.

이러한 설정은 촬영된 내용의 제어 및 재생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촬영하기 전에 달력 및 시간대를 설정

하고 확인하십시오. (28페이지)

Panasonic은 사용자의 촬영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레코더 또는 SD/SDHC 메모리 카드의 문제로 인해 이미지나 사운드가 의도대로 레코딩되지 않

은 경우 Panasonic은 레코딩에 대해 보증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에 따라 레코딩한 비디오 및 오디오 자료의 사용은 개인적인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용도인 경우에도 특정 자료의 촬영에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레이저 빔 관련 주의 사항

레이저 빔의 빛에 노출되면 CCD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레코더를 레이저 방출 장비가 사용되는 위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이저 빔이 렌즈에 직접 닿

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본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SD/SDHC 메모리 카드는 본 기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삼각대에 카메라 레코더 장착

삼각대 장착 구멍 깊이는 5.5 mm입니다. 삼각대 나사를 이 깊이 이상으로 강제로 넣지 마십시오. 

1/4-20UNC 이외의 나사를 사용하면 카메라 레코더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삼각대를 삼각대 구멍에 연결합니다.

다른 사용 지침에 대해서는 10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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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HC 로고는 상표입니다.

miniSD 로고는 상표입니다.

“AVCHD” 및 “AVCHD” 로고는  

Panasonic Corporation와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본 제품은 Dolby Laboratories의 라이센스 허가

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Dolby 및 이중-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HDMI, HDMI 로고 및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HDMI Licensing 

LL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LEICA는 Leica Microsystems IR GmbH의 등

록 상표입니다.

DICOMAR은 Leica Camera AG의 등록 상표

입니다.

Microsoft®, Windows® 및 Windows 

Vista®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스크린샷은 Microsoft Corporation 지침에 따

라 사용됩니다.

IBM 및 PC/AT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Intel®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Intel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Macintosh®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다른 모델 이름, 회사 

이름 및 제품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등

록 상표입니다.

●
●
●

●

●

●

●

●

●

●

●

●

●

이 제품은 소비자의 개인 및 비상업적 사용에 대

해 AVC Patent Portfolio License에 따라 라이

센스가 허가되었으며 아래 기재된 개인적 이용 

이외의 어떠한 이용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으

며 라이센스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  AVC 표준에 따른 비디오 인코딩(“AVC 비디

오”)

 -  개인 및 비상업적 활용에 따라 사용자가 인코딩

한 AVC 비디오 디코딩

 -  AVC 비디오 제공 라이센스를 허가 받은 비디오 

제공자로부터 얻은 AVC 비디오 디코딩 

ᆞ 자세한 내용은 MPEG LA, LLC 

(http://www.mpegla.com)에서 볼 수 있습

니다.

 -  본 제품으로 레코딩된 정보가 포함된 SD 메모리 

카드를 상업적 용도로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려

는 경우에는 MPEG LA에서 별도의 라이센스 계

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란 이러한 콘텐츠를 개인적 용

도로 취급하는 개인 또는 조직을 가리킵니다.

●

 본 설명서에 대해
이 지침의 그림에 대한 참고 사항

이 사용 설명서의 그림(카메라 레코더, 메뉴 화면 등)은 실제 카메라 레코더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

참조는 (00페이지)처럼 표시됩니다. 

SD/SDHC 메모리 카드

이 사용 설명서에서는 SD 메모리 카드와 SDHC 메모리 카드를 함께 “SD 메모리 카드”로 지칭합니다.

•

•

•

사용 시 주의 사항(계속)

http://www.mpeg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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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CHD란?
  AVCHD는 고해상도 비디오의 촬영 및 재생을 위한 표준입니다.

  비디오는 MPEG-4 AVC/H.264 형식으로 압축되며 오디오는 Dolby Digital로 녹음됩니다.

SDHC 메모리 카드 및 촬영된 비디오의 호환성에 대한 정보

SDHC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는 SDHC 비호환 장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다른 장치에 사용할 때는 모든 장비가 SDHC 호환인지 확인하십시오. 

(10페이지)

●
●

촬영된 비디오의 호환성
촬영된 비디오는 AVCHD 비호환 장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촬영된 비디오는 비호환(AVCHD 비호환) 장비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모든 AVCHD 호환 장치에서 재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러한 경우 본 제품을 재생에 사용하십시오.

●

●

●

오래된 AVCHD 비호환 DVD 레코

더 또는 DVD 플레이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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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배터리∗1 AC 어댑터 AC 전원 공급 코드/DC 

코드

AC 전원 공급 코드

DC 코드

무선 리모콘 및 배터리 

(CR2025)

아이컵 마이크 홀더 마이크 홀더 나사

길이 6 mm (2)

 

길이 12 mm (2)

마이크 홀더 어댑터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 PIN-BNC 변환  

플러그 (3)

페라이트 코어 (4)∗2 바인더 (4)

숄더 벨트 CD-ROM 다음 부속품이 본체에 부착됩니다.

렌즈 후드 캡 INPUT 1/2 단자 커버 (2)

∗1	배터리의 부품 번호에 대해서는“별매 부속품”을 참조하십시오. 
∗2		USB 연결 케이블(별매) 또는 HDMI 케이블(별매)을 사용할 때는 페라이트 코어를 케이블 끝에 장착하십

시오. 페라이트 코어를 장착하지 않으면 근처의 장비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 및 73페이지)

추가 부속품을 구입할 때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매 부속품

XLR 마이크

 AG-MC200G

배터리

 VW-VBG260 (7.2 V, 2640/2500(일반/최소)mAh: 액세서리 배터리에 해당)

 VW-VBG6 (7.2 V, 5800/5400(일반/최소)mA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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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품 설명

오른쪽 및 뒷쪽

PB

3 5
8

11
10 12

1 2

4
7 9 14

15

16
17

18
19

20 22
21

13
23

6

1

2

POWER
ON

OFF

1 POWER 스위치(22페이지)

2 START/STOP 버튼(30페이지)

3 REC CHECK 버튼(31페이지)

4 줌 버튼(34페이지)

5 HANDLE ZOOM 스위치(34페이지)

6 REC 선택 스위치(41페이지)

7 핸들 줌 버튼(34페이지)

8 핸들 START/STOP 버튼(41페이지)

9 내장 스테레오 마이크(48페이지)

10 화이트 밸런스 센서(40페이지)

11 리모콘 센서(전면)(22페이지) 

12 탈리 램프(전면)(23페이지)

13 INPUT 1/2(오디오 입력) 스위치(48페이지)

14 뷰파인더(24페이지)

15 SD 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30페이지)

16 SCENE FILE 다이얼(50페이지)

17 STAND BY 버튼(23페이지)

18 모드 버튼(30 및 59페이지)

19 탈리 램프(후면)(23페이지)

20 리모콘 센서(후면)(22페이지) 

21 모드 램프(30 및 59페이지)

22 배터리 장착부(20페이지)

23 배터리 해제 버튼(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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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품 설명(계속)

왼쪽

21

AWB

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MENU

PUSH-ENTER

AUDIO MON/ADV

EXEC

2726 28 29

31 33 34 35

22 23

24
25

1 62 7

2011 12 1413 15 16 1817 19

3 54

30 3210

8

9

1 초점 링(36페이지)

2 줌 링(34페이지)

 줌 링 핀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분실을 방지하
기 위해 제공되는 핀 홀더(다음 페이지 4)에 넣
어두십시오.

3 FOCUS ASSIST 버튼(37페이지)

4 USER 버튼(43 및 88페이지)

5 ZOOM 스위치(34페이지)

6 내장 스피커(70페이지)

7 디옵터 조절 다이얼(24페이지)

8 FOCUS 스위치(36페이지)

9 PUSH AUTO 버튼(36페이지)

10 AWB 버튼(38페이지)

11 IRIS 다이얼(37페이지)

12 ND FILTER 스위치(38페이지)

13 IRIS 버튼(37페이지)

14 GAIN 스위치(38페이지)

15 WHITE BAL 스위치(38페이지)

16 RING(FOCUS/IRIS) 선택 스위치  
(36페이지)

17 DISP/MODE CHK 버튼(42페이지)

18 AUTO/MANUAL 스위치(30 및 36페이지) 

19 AUDIO 조절 노브(CH1, CH2)(49페이지)

20 LCD 모니터(25페이지)

21 OPEN 버튼(25페이지)

22 MENU 버튼(82페이지)

23 EXEC 버튼(66페이지)

24 조작 레버(82페이지)

25 AUDIO MON/ADV 버튼(44, 70페이지)

26 CH1, CH2 SELECT 스위치(48페이지)

27 BARS 버튼(43페이지)

28 SHUTTER, SPEED SELECT+/- 버튼  
(46페이지)

29 INPUT 1/2 스위치(MIC POWER +48 V)  
(48페이지)

30 COUNTER - RESET/TC SET 버튼  
(55페이지)

31 LCD 버튼(27페이지)

32 ZEBRA 버튼(41페이지)

33 EVF DTL 버튼(25페이지)

34 WFM 버튼(44페이지)

35 OIS 버튼(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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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 및 장착부

2 9 103

5 7 86

41

COMPONENT
OUT

CAM REMOTE

FOCUS IRIS
ZOOM S/S

USB 2.0

VIDEO OUT

TC
PRESET

IN/OUT

AUDIO OUTCH1 CH2

151411 1213
COMPONENT

OUT

CAM REMOTE

ZOOM S/S
FOCUS IRIS

USB 2.0

1 보안 잠금 장치 구멍

 보안 케이블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블과 함께 제공
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보안 잠금 장치 및 보안 케이블은 도난 방지 장
치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도난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상에 대해서도 제조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조명 슈

3 마이크 슈(71페이지)

4 핀 홀더(줌 링 핀용)  
(이전 페이지 2)

5 삼각대 구멍(11페이지)

6 AUDIO OUT CH1/CH2 단자  
(72 및 73페이지)

7 VIDEO OUT 단자(72 및 73페이지)

8 INPUT 1/2 단자(XLR 3핀)(71페이지)

9 SD 메모리 카드 슬롯(30페이지)

10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31페이지)

11 USB 단자(Mini-B)(72 및 75페이지)

12 HDMI OUT 단자(73페이지)

13 COMPONENT OUT 단자(73페이지)

14 CAM REMOTE 잭∗

 FOCUS/IRIS(3.5 mm 미니 잭)

 리모콘을(별매) 연결하여 FOCUS 및 IRIS(조리
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ZOOM S/S(2.5 mm 수퍼 미니 잭)

 리모콘을 연결하여 줌과 촬영 시작/중지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15 헤드폰 잭(3.5 mm 스테레오 미니 잭) 
(71페이지)

∗  리모콘 잭에는 리모콘을 제외한 어떠한 장비도 

연결하지 마십시오. 리모콘 이외의 장비를 연결

하면 이미지 밝기가 변화하거나 이미지가 초점이 

맞지 않은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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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품 설명(계속)

리모콘

리모콘을 사용하려면 OTHER FUNCTIONS 메뉴의 IR REMOTE 항목을 ON으로 설정합니다. 이 항목의 

기본 설정은 OFF입니다. (98페이지)

다음 버튼은 본 카메라 레코더에서 실행할 수 있

는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PHOTO SHOT 버튼

 버튼

•
•

1 EXT. DISPLAY 버튼(70페이지)

2 DATE/TIME 버튼(70페이지)

3 START/STOP 버튼

 카메라의 START/STOP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4 ZOOM/VOL 버튼(34 및 70페이지)

5 PLAY 버튼(59페이지)

6 SEARCH 버튼(59 및 69페이지)

7 PAUSE 버튼(59페이지)

8 STILL ADV 버튼(70페이지)

9 STOP 버튼(59페이지)

10 SKIP 버튼(59 및 69페이지)

11 OPERATION 버튼

 카메라의 조작 레버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12 MENU 버튼

 카메라의 MENU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3

4

6
8

1
2

5
7 89

10

11

6

10
12

리모콘 사용 범위(22페이지)

배터리 충전

충전 중

처음 구입 시 카메라 배터리는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여분으로 배터리를 하나 더 준비해둘 것을 권장합니다.

1 AC 어댑터에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DC 코드를 분리합니다.  
(DC 코드를 연결하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
습니다.)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넣
습니다.

2  배터리를 넣습니다.

 

충전 램프 [CHARGE]

배터리 표시를 맞추고 완전히 
집어 넣습니다.

충전 램프

 켜짐: 충전 중

 꺼짐: 충전 완료

 깜박임: 아래 참조

충전 램프가 깜박이는 경우

배터리나 AC 어댑터의 커넥터에 먼지, 오염물 또

는 기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어댑

터를 올바르게 연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커넥터에 먼지나 오염물이 묻은 경우에는 소켓에

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한 다음 청소하십시오.

충전 램프가 계속 깜박이면 배터리나 AC 어댑

터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입처에 문의하

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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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시간 및 촬영 가능 시간(대략적 시간)

배터리 모델 전압/용량 충전 시간
최대 연속  

촬영 시간

VW-

VBG260 

(기본 제공)

7.2 V/ 

2640/2500 

(일반/최소) 

mAh

약  

170분

약  

100분

VW-VBG6 

(별매)

7.2 V/ 

5800/5400 

(일반/최소) 

mAh

약  

350분

약  

230분

위 표의 수치는 일반적인 온도 조건(온도 25 ℃, 

습도 60%)에서 사용할 때의 지침입니다. 

온도가 더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충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전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LCD 모니터를 닫고 외부 장치를 전혀 

연결하지 않고 뷰파인더를 사용하여 촬영할 때의 

대략적인 연속 촬영 시간입니다.

촬영 가능 시간은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습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를 빈 상태에서 충전할 경우

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

본 제품과 호환되는 Panasonic 제조 배터리를 사

용할 경우, 배터리 잔량은 분 단위로 표시됩니다.

 90min

잠깐 멈춘 후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수록 배터리 표시는 

→ → → →  

의 순서로 변경됩니다. 는 3분 미만이 남

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배터리 잔량이 없

으면 이 깜박입니다.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때 또는 배터리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

량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하려면 배터리가 완전

히 충전된 상태에서 잔량이 없을 때까지 사용한 

다음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십시오. (배터리를 높

은 온도나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했거나 배

터리를 여러 번 재충전한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

이 여전히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는 참고일 뿐이며 사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드가 전환할 때, REC CHECK 작업을 수행할 

때 또는 LCD 밝기를 변경할 때는 잔량이 다시 계

산되므로 배터리 잔량 표시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

•

•

•

•

■

•

•

•

•

•

 

배터리에 목걸이나 머리핀 등의 금속 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자 간에 단락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가열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만지면 심각

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용 중 또는 충전 중에는 배터리가 뜨거워집

니다. 사용 중에는 카메라 레코더 자체도 뜨거

워집니다.

촬영을 반복적으로 시작하고 중지하면 촬영 가

능 시간이 줄어듭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배터리는 더 이상 충전되지 

않습니다.

AC 어댑터는 무선 수신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

으므로 라디오를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두십시오.

AC 어댑터를 사용 중일 때 약간의 노이즈가 발

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입니다.

AC 어댑터에 DC 코드를 연결하면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없습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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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배터리 사용

설치
제자리에 딸깍 소리와 함께 들어갈 때까지 배터리

를 넣습니다.

제거

1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고 모드 램프

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2 배터리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를 제

거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배터리를 

잡습니다.

모드 램프 

배터리 해제 버튼

PB

•

AC 어댑터 사용

캠코더에 AC 어댑터로 직접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반드시 VW-AD20GD AC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치

1 AC 어댑터에 DC 코드를 연결합니다.

2	AC 전원 공급 코드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3	제자리에 딸깍 소리와 함께 들어갈 때까지 DC 

코드의 배터리 커넥터를 밀어넣습니다.

DC 코드의 배터리  
커넥터

제거

1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고 모드 램프

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2	배터리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DC 코드의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3 콘센트에서 AC 전원 공급 코드를 분리합니다.

AC 어댑터에 DC 코드를 연결하면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 제품은 110 ~ 240 V AC 범위의 전압에서 

작동합니다. 120 V AC 이외의 전압을 사용할 

경우 AC 플러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C 플

러그가 필요할 경우 대리점에 어떤 제품을 구

매해야 하는지 문의하십시오.

제품을 바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전원 콘센트에

서 AC 전원 코드를 분리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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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스트랩 조정

핸드 스트랩을 손에 맞게 조절합니다.

1 커버를 열고 길이를 조정합니다.

2 커버를 닫습니다.

커버가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숄더 스트랩 장착

숄더 스트랩을 연결하여 카메라 낙하를 방지하십시오.

20 mm 이상

20 mm 이상

 

렌즈 후드 장착 및 분리

렌즈 후드 분리
렌즈 후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분리합니다.

렌즈 후드 장착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렌즈 후드를 시계 방향

으로 돌립니다.

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 보호를 위해 렌

즈 후드 캡을 닫으십시오.

•

•

•

렌즈 후드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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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배터리를 넣습니다

1	화살표 ① 방향으로 눌러 홀더를 제거합니다.

2 배터리를 “+” 표시가 위로 향하도록 하여 넣

습니다.

3 홀더를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배터리(CR2025)가 소진되면 새 것으로 교체합

니다. (배터리는 사용 빈도에 따라 약 1년 정도 

지속됩니다.) 

 리모콘을 카메라 레코더의 리모콘 센서 근처에서 

조작해도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소진된 것입

니다.

배터리는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

시오.

•

•

리모콘 사용 범위

리모콘과 기기 리모콘 센서 사이의 거리: 약 5m 

이내

각도:  위쪽으로 약 10° 

아래쪽으로 약 15° 

왼쪽으로 약 15° 

또는 오른쪽으로 약 15° 

(제공된 배터리 사용)

리모콘 센서 
(후면)

리모콘 센서 
(전면)

리모콘은 실내용입니다. 실외 또는 강한 빛 아래에

서는 작동 범위 안에 있더라도 기기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메라 켜기/끄기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POWER 스위치

를 ON 또는 OFF로 이동합니다.

카메라 켜기:

모드 램프(CAM)가 빨간색으로 켜지고(CAMERA 

모드) 카메라가 촬영 일시 정지 모드가 됩니다.

카메라 끄기:

모드 램프(CAM)가 꺼집니다.

절전 모드

 설정 메뉴에서 OTHER FUNCTIONS 화면의 

POWER SAVE 항목 설정에 따라, 촬영 일시 정

지 중 약 5분 동안 지정된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

면 다음이 적용됩니다(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된 

경우).

 ON:   카메라 레코더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OFF:  카메라를 끄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설정 메뉴, POWER SAVE 

(99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모드 램프 

STAND BY

MODE

CAM

PB

PC

모드 버튼 잠금 해제 버튼

POWER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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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모드

이 모드에서는 전원을 켜고 촬영을 시작할 때까지

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STAND BY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대기 모드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LCD 모니터

와 뷰파인더에 STD BY가 표시됩니다.

이 설정이 활성화되었을 때, POWER 스위치를 

OFF로 움직이면 카메라가 대기 모드로 설정되고 

모드 램프(CAM)가 2초마다 깜박입니다.

CAM 모드에서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한 

경우에만 카메라가 대기 모드로 설정됩니다.

PB 모드 또는 PC 모드에서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면 대기 모드를 활성화할 수 없습

니다.

STAND BY 버튼

■

•

•

•

설정 취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STAND BY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대기 모드 설정을 취소합니다. LCD 모니터 

또는 뷰파인더에서 STD BY가 사라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 모드가 취소됩니다.

전원을 끄고 30분이 경과한 경우.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배터리를 분리한 경우.

대기 모드에서 STAND BY 버튼을 누르면 모드 

램프(CAM)가 더 빠르게 깜박이고 대기 모드가 

30분 연장됩니다. 대기 모드가 취소되기 5분 

전에도 더 빠르게 깜박입니다.

대기 모드에서도 카메라는 일시 정지된 촬영 

중 소비하는 전력의 약 60%를 소비하므로,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더라도 촬영 

가능 시간이 계속 줄어듭니다.

•

•

■

•
�
�
�

탈리 램프

탈리 램프는 OTHER FUNCTIONS 화면(98페이지) 

의 REC LAMP 항목을 OFF 이외의 설정으로 조정

하여 촬영하는 도중에 켜질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 탈리 램프가 깜박입니다.

리모콘 조작을 수신할 때 

(초당 8번 깜박임)

촬영 오류가 발생한 경우 

(초당 4번 깜박임)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초당 4번 깜박임)

사용 가능한 SD 메모리 카드 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초당 4번 깜박임)

광학 이미지 흔들림 방지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

하지 않는 경우(초당 4번 깜박임)

초점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초당 4번 깜박임)

배터리 잔량이 많지 않은 경우 

(초당 한 번 깜박임)

SD 메모리 카드의 남은 메모리가 많지 않은 경우

(초당 한 번 깜박임)

•

•

•
•

•

•

•

•

탈리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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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메라에는 두 개의 뷰파인더가 있습니다. 하나

는 뷰파인더의 소형 LCD이고 다른 하나는 접이식 

3.5인치 LCD입니다.

상황과 촬영 조건에 적합한 뷰파인더를 사용하십

시오.

뷰파인더 및 LCD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TV 모니터에 표시되는 이미지의 밝기와 색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이미지가 어떻게 표

시될지 보려면 TV 모니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뷰파인더 사용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고 뷰파인더

에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POWER
ON

OFF

2 화면을 보기 편하도록 뷰파인더 각도를 조절합

니다.

뷰파인더는 카메라에서 약 90° 직각까지 움

직일 수 있습니다.

3 뷰파인더 화면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디

옵터 조절 다이얼을 조정합니다.

디옵터 조절 다이얼

아이 피스

뷰파인더의 아이피스가 직사광선이나 기타 강한 

광원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빛이 렌즈를 통해 축적되면 내부 부품이 손상

되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뷰파인더

아이컵 장착

아이컵 홀더와 아이컵의 돌출부를 맞추어 장착

하여 아이컵을 연결합니다.

장착 후 아이컵을 돌리면 아이컵 홀더가 분리

될 수 있습니다. 아이컵 홀더가 분리되면 “뷰

파인더 청소”(106페이지)에서 재장착하는 방

법을 참조하십시오.

아이컵 홀더

아이컵

돌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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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사용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2페이지)

2 OPEN 버튼을 누른 채 LCD 모니터를 엽니다.

120°까지 열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손상

될 수 있으므로 이 각도 이상으로 열지 마십

시오.

OPEN 버튼

3 LCD 모니터를 가장 보기 쉬운 위치로 조정합니다.

모니터는 렌즈 방향으로 180°, 사용자 방향

으로 90°회전할 수 있습니다.

LCD를 열 때 불필요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LCD가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셀프 카메라 촬영 중 조작 상태 표시 

표시  없음:촬영할 수 없음(카드가 없는 등의 

이유로)

 :   촬영 중, 촬영 일시 정지 모드로 전환 중

 :  촬영이 일시 정지됨(촬영 대기)

   :  경고 표시

•
•

•

•

•

윤곽 강조

초점을 더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뷰파인더나 LCD에 

보이는 이미지의 윤곽을 강조합니다.

윤곽을 강조하더라도 촬영하는 이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CAM 모드에서 EVF DTL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EVF DTL ON”이 약 2초 동안 나타

납니다.

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EVF DTL 버튼

EVF DTL 버튼을 다시 눌러 원래 디스플레이로 

돌아갑니다. 화면에 “EVF DTL OFF”가 약 

2초 동안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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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2페이지)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카메라의 버튼에 해당하는 리모콘 버튼을 사

용하여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품 설명(리모콘)”을 참조하십시오. 

(18페이지)

3 뷰파인더 조정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의 EVF SET 

아래에서 YES를 설정합니다.

LCD 모니터 조정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의 LCD SET 

아래에서 YES를 설정합니다.

4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원하는 항목

을 선택 하고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
•

5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선택된 항

목을 조정합니다.

6 메뉴를 종료하려면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뷰파인더는 컬러나 흑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 EVF 

COLOR 참조) 해상도는 두 화면 모두 동일합

니다.

•

화면 표시 조정

뷰파인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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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라이트 밝기 변경

LCD 모니터 백라이트의 밝기는 세 설정 중에서 조

정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메뉴 SW MODE 화면의 LCD 항목에서 

LCD BL을 선택합니다.

LCD 버튼으로 LCD BL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2 LCD 버튼을 누릅니다.

백라이트의 밝기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NORMAL→LOW→HIGH→NORMAL의 순서로 

전환됩니다.
LCD

이 설정은 카메라 전원을 끄더라도 계속 저장

됩니다.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의 LCD 

BACKLIGHT 항목으로 밝기를 변경할 수도 있

습니다. (94페이지)

•

•

이미지 표시 반전

LCD 모니터에 표시된 이미지를 가로나 세로로 뒤

집어서 시야각 및 비디오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이미지가 화면에서 반전되더라도 촬영된 이미지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설정 메뉴 SW MODE 화면의 LCD 항목에서 

LCD REV를 선택합니다.

LCD 버튼으로 LCD REV를 할당할 수 있습니

다.

2 LCD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눌러 일반 표시와 반전 표시를 전환합

니다.
LCD

카메라를 끄면 카메라를 다시 켰을 때 이미지

가 다시 정상으로 표시됩니다.

이미지 이외의 화면 표시도 반전됩니다. 화면 

표시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DISP/MODE CHK 

버튼을 눌러 일부를 지울 수 있습니다.

반전 재생 중에는 REC CHECK 도중의 이미지

와 PB 모드의 재생 이미지도 반전됩니다.

뷰파인더의 이미지는 반전되지 않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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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 SET 값은 콘텐츠(클립)에 기록되며 섬네

일의 재생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촬영을 하기 전

에 CLOCK SET 및 TIME ZONE을 확인하고 설정

하십시오. 다음은 달력을 2008년 12월 25일 오후 

17:20으로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1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2페이지)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카메라의 버튼에 해당하는 리모콘 버튼을 사

용하여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각 부품 설명(리모콘)”을 참조하십시

오. (18페이지)

3 설정 메뉴 OTHER FUNCTIONS 화면에서 

TIME ZONE 항목을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

릅니다(또는  방향으로 기울임).

4 조작 레버를 두 번 눌러 설정 화면을 엽니다. 조

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그리니치 표

준시 기준 시간 차이를 설정하고 조작 레버를 다

시 누릅니다. 

출하 시 기본 설정은 +00:00입니다.

•
•

달력 설정

5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이고 설정 메뉴 

OTHER FUNCTIONS 화면의 CLOCK SET 항목

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6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이고 DEC로 설

정합니다.

7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다음 항목으로 

변경한 다음,   방향으로 기울여서 25로 설정

합니다.

8 6 및 7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항목을 설정합

니다.

날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39년 12월 

31일 사이의 모든 날짜로 설정할 수 있습니

다.

2039년 12월 31일 이후의 날짜는 “--.--. 

----”로 표시됩니다.

시간은 24시간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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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정이 끝나면 확인 화면에서 조작 레버를 눌러 

YES를 선택하고 다시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시간은 정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촬

영 전에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카메라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CLOCK SET 

옵션을 현지 시간으로 설정하지 말고, TIME 

ZONE에 따라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시간 차

이를 입력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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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모드에서 촬영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돌립니다.  

(22페이지)

모드 램프(CAM)가 빨간색으로 켜지는지 확

인합니다.

2 AUTO/MANUAL 스위치를 AUTO로 전환하여 

자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가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초점, 게인, 조리개 및 화이트 밸런스가 설정 

메뉴 AUTO SW 화면의 항목에 지정된 설정

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3 START/STOP 버튼(빨간색)을 눌러 촬영을 시

작합니다.

한 번 더 눌러 카메라를 촬영 일시 정지 모드

로 전환합니다. 

핸들 START/STOP 버튼을 사용하면 로우 앵

글에서 더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핸들 START/STOP 버튼은 핸들 REC 선택 

스위치로 작동(ON)하거나 해제(OFF)할 수 

있습니다.

메뉴 화면이 표시되어 있을 때는 촬영할 

수 없습니다. 먼저 메뉴 화면을 닫은 다음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

촬영 중 SD 메모리 카드 슬롯이 열리면 촬영

이 정지됩니다.

REC CHECK 버튼

핸들  
START/STOP 버튼

AUTO MANUAL2

OFF

POWER
ON

POWER
ON

OFF

잠금 해제 버튼1

3
PB

모드 버튼

모드 램프 

•

•
•

•

•

•

•

촬영 준비

1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22페이지)

모드 램프가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뷰파인더를 위로 기울이고 왼쪽으로 밀어서 SD 

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

3 SD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끝까지 밀어넣

습니다.

4 SD 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를 닫습니다.

커버가 제자리에 잘 닫혔는지 확인합니다.

2

커넥터 부분을 이 그림
과 같은 방향으로 넣고 
카드가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밀어넣습니다.

3 잠금 해제 버튼

POWER
ON

OFF

1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가 깜박일 때는 다

음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SD 메모리 카드 또는 그 

내용이 손상되거나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카드 도어 열기 및 SD 메모리 카드 분리

전원 끄기

USB 연결 케이블 연결 또는 분리

카메라 흔들림이나 충격

다른 장치에서 사용하던 SD 메모리 카드는 

본 카메라에서 먼저 포맷한 후 사용하십시오. 

(32페이지)

뷰파인더나 LCD 모니터에“CHECK 

CARD”가 표시되면 SD 메모리 카드를 분리

했다 다시 넣으십시오.

•

�
�
�
�

•

•

•

•

기본 촬영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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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시작될 때부터 중지될 때까지 촬영된 

이미지가 하나의 클립으로 기록됩니다.

짧은 시간 후 촬영이 일시 정지되면 START/

STOP 버튼을 눌러 촬영을 중지한 뒤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SD 메모리 카드 쓰기가 종료

됩니다.

 따라서 START/STOP 버튼을 곧바로 누르면 

작업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카드를 넣으면 곧바로 SD 메모리 

카드에서 정보를 읽습니다. 작동 상태 표시

에 PAUSE가 표시된 후 촬영을 시작하려면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78페이지)

카메라의 출하 시 기본 설정은 PH 모드 

1080/60i 촬영입니다. 

(현재 설정 상태를 보려면: 42페이지)

하나의 SD 메모리 카드에 기록할 수 있는 최

대 클립 수는 900입니다. (하지만 POWER 스

위치를 ON으로 설정한 직후 촬영할 때와 같

은 경우에는 이 수가 900 클립을 초과할 수 있

습니다.)

•

•

•

•

•

촬영한 사진 확인(REC CHECK)

촬영이 일시 정지되었을 때 REC CHECK 버튼을 

누릅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의 마지막 2초가 표시

된 다음 카메라가 촬영 일시 정지 모드로 돌아갑

니다.

REC CHECK 중에는 POWER 및 START/STOP 

버튼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고 백업 이미지가 

촬영된 경우에도 REC CHECK 이미지가 촬영

됩니다.

REC CHECK 기능은 PC 또는 PB를 조작 모드로 

선택한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REC FORMAT이 변경되었거나 촬영 후 PB 

모드로 전환된 뒤에 카메라를 CAM 모드로 설정

한 경우에도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

•

•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

CAM 모드(PB 모드) 

주황색으로 켜짐:    읽기/쓰기 가능

주황색으로 깜박임(빠르게):  카드 확인/카드의 결

함 점검

주황색으로 깜박임(느리게): 카드 액세스 중

녹색으로 깜박임(느리게):  카드 쓰기 방지됨/ 

카드에 남은 공간 

없음

꺼짐:  삽입된 카드 없음/포맷되지 않았거나 호환되

지 않는 카드 삽입됨

PC 모드 

주황색으로 켜짐: 카드 액세스 중

꺼짐: 현재 액세스 상태가 아닙니다.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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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촬영 조작(계속)

SD 메모리 카드 포맷

1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2페이지)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3 메뉴에서 CARD FUNCTIONS→CARD 

FORMAT을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YES를 선택합니다. 카

드를 포맷하지 않으려면 NO를 선택합니다.

메뉴 표시를 닫으려면 MENU 버튼을 누릅

니다.

•

•

4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포맷됩니다.

5 마치려면 MENU 버튼을 누릅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포맷되면 카드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며 다시 복구할 수 없

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컴퓨터로 저장하십

시오.

•

•

SD 메모리 카드 촬영 시간

Panasonic에서 제조한 SD/SDHC 메모리 카드 사용 시 총 촬영 가능 시간(대략적 수치)

SD 메모리 카드 

용량

촬영 모드

PH∗1

(최고 품질 모드∗3/  

1920 x 1080픽셀 또는 

1280 x 720픽셀)

HA∗1

(고품질 모드/ 

1920 × 1080픽셀)

HG∗2

(표준 품질 모드/  

1920 × 1080픽셀)

HE∗2

 (장시간 모드/  

1440 × 1080픽셀)

512 MB 약 2 분 약 3 분 약 4 분 약 10 분
1 GB 약 5 분 약 7 분 약 9 분 약 21 분
2 GB 약 10 분 약 15 분 약 20 분 약 45 분
4 GB 약 21 분 약 30 분 약 40 분 약 90 분
6 GB 약 33 분 약 45 분 약 60 분 약 135 분
8 GB 약 45 분 약 60 분 약 80 분 약 180 분

12 GB 약 65 분 약 90 분 약 120 분 약 270 분
16 GB 약 90 분 약 120 분 약 160 분 약 360 분
32 GB 약 180 분 약 240 분 약 320 분 약 720 분

∗1  PH 모드 또는 HA 모드에서 촬영할 때는 SD 속도 클래스 4 이상의 SD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  
더 느린 속도 클래스의 SD 메모리 카드에서는 촬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2  HG 모드 또는 HE 모드에서 촬영할 때는 SD 속도 클래스 2 이상의 SD 메모리를 사용하십시오. 
더 느린 속도 클래스의 SD 메모리 카드에서는 촬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3  본 카메라의 최고 품질 모드입니다.

본 카메라는 VBR 촬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VBR”은 가변 비트율(Variable Bit Rate)을 나타내며, 비트율

(특정 시간 기간당 데이터 양)이 현재 촬영 중인 피사체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빠르

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촬영 시간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시간에는 처리 등에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며, 실제 사용 가능 촬영 시간은 조금 더 짧아집니다.

본 카메라의 최대 연속 촬영 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촬영 조건에서는 재생 화면에 모자이크와 비슷한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경에 복잡한 패턴이 있는 경우

카메라를 크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움직일 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특히 HE를 촬영 모드로 설정한 경우)

이미지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삭제하면 SD 메모리 카드의 촬영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십시오. 카드를 포맷하면 기록된 모든 데이터

가 삭제되고 이 데이터를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포맷하기 전에 PC에 저장하십시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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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메모리 카드 제거

1 뷰파인더를 위로 기울이고 왼쪽으로 밀어서 SD 

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를 엽니다.

커버를 열기 전에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

프가 주황색으로 깜박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하십시오.

2 SD 메모리 카드의 가운데를 눌러 조금 튀어나

오게 한 다음 카드를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잡아

당깁니다.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

2

1

다음 상황에서는 SD 메모리 카드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이 경우 SD 메모리 카드

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1)  SD 메모리 카드를 넣은 후 SD 메모리 카드 액

세스 램프가 아직 주황색으로 깜박이는 경우.

 2)  촬영 중이나 촬영 마무리 중인 경우처럼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가 깜박이고 있을 때. 

SD 메모리 카드 보호

촬영 내용이 카드에서 실수로 삭제되는 것을 방

지하려면 SD 메모리 카드의 쓰기 방지 스위치를 

“LOCK”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32

LO
C

K

쓰기 보호 
 스위치

•

•

SD 메모리 카드 복구

SD 메모리 카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가 깜박일 때는 SD 메모리 카드

를 꺼내거나 배터리 또는 DC 코드를 분리하지 마

십시오. SD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가 깜박일 때 

SD 메모리 카드를 꺼내거나, 촬영이나 촬영 마무

리 중 배터리 또는 DC 코드를 분리하면, 다음에 전

원을 켤 때 오류 복구를 위한 복구 확인 화면이 표

시됩니다.

복구를 시작하려면 YES를 선택합니다. 복구가 완료되

면 “REPAIR FINISHED”가 표시되고 카메라가 일

시 정지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복구 없이 곧바로 촬영 일시 정지 화면으로 전환하

려면 NO를 선택합니다.

NO를 선택하면 카메라로 메모리 카드를 복구할 

수 없지만 AVCCAM Restorer∗ 콘텐츠 복구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SD 메모리 카드는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 또는 AVCCAM Restorer 콘텐츠 복구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SD 메모리 카드를 넣으면 복구 확인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지만 YES 또는 NO를 선택

하더라도 복구가 수행되지 않습니다.

카드에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복구에는 

최대 20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충전된 배터리나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복구 작업에 실패하면 “SYSTEM ERROR 

TURN POWER OFF”가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

는 AVCCAM Restorer 콘텐츠 복구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십시오. 

데이터 상태에 따라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복구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원을 끄기 

전에 기록된 클립을 더 이상 재생할 수 없습니다.

전체 촬영 시간이 10초 미만인 클립은 복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촬영 도중 첨부된 인덱스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  AVCCAM Restorer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

•

•

•

•

•

•

•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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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에서

모터 드라이브로 주밍하려면 ZOOM/VOL 버튼을 

누릅니다.

줌 속도는 중간으로 고정됩니다.

ZOOM/VOL 버튼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디지털 줌 기능

D.ZOOM을 USER 1 ~ 3 버튼 중 하나로 설정하면 

카메라의 디지털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3, 88페이지)

D.ZOOM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

지털 줌 비율이 OFF(x 1)→x 2→x 5→x 10→OFF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줌 배율이 높을수록 이미지 화질은 낮아집니다.

OFF(x 1)를 제외한 모든 설정의 경우 현재 줌 배

율이 뷰파인더 또는 LCD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디지털 줌 기능은 1080/60i 및 720/60P 촬영 형

식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줌 기능은 설정 메뉴 SCENE FILE 화면

(87페이지)에서 DRS 항목을 OFF로 설정해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중에는 디지털 줌 설정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줌 기능을 사용할 때는 셔터 속도를 1/15 

또는 1/30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셔터 속도

가 1/15 또는 1/30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디지털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

•
•

줌 기능 사용

본 카메라에는 13 x 광학 줌 기능이 있습니다. 줌 

버튼 또는 줌 링으로 줌을 수행합니다.

줌 버튼

ZOOM 스위치를 SERVO로 설정하면 모터 구동 줌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 줌인

 W: 줌아웃

천천히 주밍하려면 핸드 스트랩 측면의 줌 버튼을 

가볍게 누르고 빠르게 주밍하려면 강하게 누릅니

다. HANDLE ZOOM 스위치로 세 속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핸들 줌 버튼의 줌 속도를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설정 메뉴 SW MODE 화면 HANDLE ZOOM으로 

이동하여 HANDLE ZOOM 스위치 속도를 설정합

니다. (88페이지)

HANDLE ZOOM 스위치

핸들 줌 버튼

줌 버튼

줌 링

ZOOM 스위치를 MANUAL로 설정하면 줌 링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ZOOM 스위치를 SERVO로 설정하면 줌 링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려고 하면 카메라가 손

상될 수 있습니다.

줌 링

MANUAL

ZOOM
SERVO

ZOOM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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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촬영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의 REC 

FORMAT 옵션(91페이지)에서 1080/30P 또는 

1080/24P를 선택하면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촬

영할 수 있습니다.

30P 모드: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초당 30프레임을 촬영합

니다. 

 출력 및 촬영의 경우에는 초당 30프레임 신호가 

초당 60필드 인터레이스로 변환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높은 품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

습니다.

AoAeBoBeCoCeDoDeEoEe Fo FeGoGeHoHe Io Ie Jo Je

A B C D E F G H I J30 P

60 i

24P 모드: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초당 24프레임을 촬영합

니다.

 비디오 신호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외부 출력 신호는 2:3 포맷, 60 fps 인터

레이스 신호로 변환됩니다.

A B C D E F G H

AoAeBoBeBoCeCoDeDoDeEoEe FoFe Fo Ge GoHe Ho He

24 P

60 i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촬영할 때는 다음을 참

고하십시오.

18 dB의 게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셔터 속도를 

1/50(OFF)로 설정하십시오.

한 번에 4 프레임이 촬영되므로 24P 모드를 사

용할 때 촬영 시작까지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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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모드에서 촬영

초점, 조리개, 게인 및 화이트 밸런스를 수동 조정

할 때는 기기를 수동 모드로 설정합니다.

수동 모드로 전환 

AUTO/MANUAL 스위치를 MANUAL 위치로 움직

여 수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 가 뷰파인더 또는 

LCD 모니터에서 사라집니다.)

AUTO/MANUAL 스위치

수동 초점  

FOCUS 스위치

PUSH AUTO 버튼 AUTO/MANUAL 스위치

초점 링

RING (FOCUS/IRIS) 선택 스위치

1 AUTO/MANUAL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 모드

로 설정합니다.

2 FOCUS 스위치를 사용하여 초점 조절 방법을 

선택합니다.

A (AUTO):

 자동 초점 모드

M (MANUAL):

 수동 초점 모드

  손으로 초점 링을 돌립니다.

 :

  카메라가 우선 무한대에 초점을 맞춘 다음 수

동 초점으로 전환됩니다.

  로 이동한 뒤에는 FOCUS 스위치가 자동

으로 M (MANUAL)으로 이동합니다.

3 RING (FOCUS/IRIS) 스위치로 초점 링에 할당

된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OCUS:

 초점을 조정합니다.

IRIS:

 조리개 설정을 조정합니다.

임시로 자동 초점으로 전환

FOCUS를 M (MANUAL)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PUSH AUTO를 누르고 있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깜박임이 있으면 자동 초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광에 적합한 셔터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46페이지)

60i 및 60P를 제외한 포맷에서 자동 초점 모드를 

설정하면, 일반 초점 모드보다 초점 제어에 시간

이 약간 더 걸립니다.

설정 메뉴 AUTO SW 화면의 AF 항목을 ON으로 

설정하면, 자동 모드가 설정되었을 때 FOCUS 

스위치의 위치에 관계 없이 자동 초점이 수행됩

니다. (90페이지)

매크로 촬영 중 화면 프레임에 “AF” 또는 

“MF”가 표시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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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개 조정

RING (FOCUS/IRIS) 스위치

IRIS 다이얼

IRIS 버튼

1 AUTO/MANUAL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 모드

로 설정합니다. (36페이지)

2 IRIS 버튼을 눌러 렌즈 조리개 조정 방법을 전

환합니다.

AUTO IRIS:  조리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MANUAL IRIS: 조리개을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3 수동 조리개 모드에 있을 때 IRIS 다이얼을 돌

려 렌즈 조리개를 조정합니다.

자동 조리개 모드에서 이 다이얼을 사용하여 

렌즈 조리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SW MODE 화면, IRIS DIAL에서 

IRIS DIAL 및 조리개 조절 방향을 설정합니다. 

(88페이지)

설정 메뉴 AUTO SW 화면의 A.IRIS 항목 아래에

서 ON으로 설정하면, 자동 모드가 설정되었을 때 

강제로 자동 조리개가 선택됩니다. (90페이지)

RING (FOCUS/IRIS) 스위치를 IRIS로 설정하면 

렌즈 조리개를 초점 링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초점 링으로 초점을 조정하

지 못하기 때문에 FOCUS 스위치로 초점 조절 방

법을 A (AUTO)로 설정하십시오. (36페이지)

이 카메라의 렌즈 조리개가 열리면, 줌이 최대 

광각(W)으로 설정되었을 때 F-값은 F1.6이 되

고, 최대 망원(T)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F3.0이 

됩니다.

렌즈 조리개가 열려 있을 때 뷰파인더나 LCD 

모니터의 조리개 표시는 렌즈 줌이 최대 광각

(W)으로 설정되었을 때 OPEN으로 표시되고 

최대 망원(T)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F3.0 또는 

OPEN으로 표시됩니다.

•

•

•

•

초점 보조 기능 사용

FOCUS ASSIST 버튼을 누르면 화면 가운데가 확

대되거나 화면 오른쪽 위에 주파수 분포 그래프가 

표시되어 초점을 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동 초점을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FOCUS 

ASSIST 버튼을 누른 후 나타나는 화면 표시는 설

정 메뉴 SW MODE 화면에서 FOCUS ASSIST 설

정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89페이지)

FOCUS ASSIST 버튼

EXPANDED: 

화면 가운데 부분은 세로 방향으로 약 4의 계수

로 확대되며 가로 방향으로 약 6의 계수로 확대됩

니다.

확장 표시 동안에는 화면에 “EXPANDED”가 표

시됩니다.

시야각의 중심이 LCD 모니터의 중심에서 약간 

이동합니다.

GRAPH: 

주파수 분포 그래프는 뷰파인더 또는 LCD 모니터

의 오른쪽 위에 표시됩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그래프 영역이 오른쪽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렌즈 초점 링을 조정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음 초점이 맞을수록 흰색 영
역이 오른쪽으로 이동

BOTH:  

확대와 그래프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디지털 줌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CUS ASSIST 버튼을 다시 누르면 원래 화면

으로 돌아갑니다.

그래프를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동시에 표시

할 수는 없습니다. 뷰파인더에 그래프를 표시하

려면 LCD 모니터를 닫으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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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모드에서 촬영(계속)

게인 조정

디스플레이가 어두우면 게인을 늘려서 디스플레이

를 밝게 합니다.

GAIN 스위치

1 AUTO/MANUAL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 모드

로 설정합니다. (36페이지)

2 GAIN 스위치로 게인을 전환합니다.

L: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여기로 설정합니다.  

(0 dB)

M:

  이미지 증폭기의 게인을 늘립니다. 

(기본값: 6 dB)

H:

  이미지 증폭기의 게인을 늘립니다. 

(기본값: 12 dB)

설정 메뉴 SW MODE 화면에서 MID GAIN 및 

HIGH GAIN 항목을 사용하여 M 및 H 게인 값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88페이지)

설정 메뉴 AUTO SW 화면의 AGC 항목을 

OFF 이외의 값으로 설정하면, 게인 설정은 

GAIN 스위치의 위치에 관계 없이 자동 모드 

도중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90페이지)

느린 셔터 속도(1/15)를 설정한 경우에는 게인

은 GAIN 스위치 설정에 관계 없이 0 dB로 고

정됩니다. (46페이지)

•

•

•

빛 세기 조정

ND FILTER 스위치를 사용하여 사용될 ND 필터

(빛 세기를 변경하기 위한 필터)를 변경합니다.

OFF: ND 필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1/4: 빛 세기를 최대 약 1/4까지 차단합니다.

1/16: 빛 세기를 최대 약 1/16까지 차단합니다.

1/64: 빛 세기를 최대 약 1/64까지 차단합니다.

ND FILTER 스위치

화이트 밸런스 조정

흰색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세 RGB 원색 간

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올바르게 

조정하지 않으면, 흰색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화면의 색상 톤도 저하됩니다. 수동 

모드에서 촬영할 때는 조명 조건이 바뀔 때마다 화

이트 밸런스를 다시 조정하십시오.

조정을 저장하고 WHITE BAL 스위치를 A 또는 

B로 설정하여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 조건에 적합한 설정을 사용합니다.

AWB 버튼

WHITE BAL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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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밸런스 조정 

1 AUTO/MANUAL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 모드

로 설정합니다. (36페이지)

2 셔터 속도를 설정합니다. (46페이지)

3 피사체와 조명 조건 및 광원이 동일한 위치에 

흰색 패턴을 놓은 다음 줌인하여 전체 화면을 

흰색으로 채웁니다.

피사체에 가까운 흰색의 다른 물건(흰색 옷이나 

벽)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촬영에 밝은 스폿라이트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WHITE BAL 스위치를 A 또는 B(조정을 저장할 

위치)로 설정합니다.

5 AWB 버튼을 누릅니다.

조정에 몇 초 정도가 걸립니다.  

(화면에 다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조정 도중 메시지

  	AWB	Ach	ACTIVE	 

 

 조정 후 메시지

  	AWB	Ach	OK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없으면 화면에 오

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조정할 수 없을 때의 메시지

  	AWB	Ach	NG	 

•

•

•

 

ATW(Auto Tracking White) 기능이 작동 중일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설정 메뉴 AUTO SW 화면의 ATW 아래에서 

ON을 설정한 경우에는, 자동 모드가 설정되

었을 때 WHITE BAL 스위치 위치에 관계 없이 

ATW가 선택됩니다. (90페이지)

다음 오류 메시지 중 하나가 나타나면 필요한 

대로 조정한 다음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조정

합니다.

오류 메시지 조정

LOW LIGHT
조명을 늘리거나 게인을 늘

립니다. 

LEVEL OVER
조명을 줄이거나 게인을 줄

입니다.

여러 번 시도한 뒤에도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

면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

•

•

•

사전 설정 사용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시간이 없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1 AUTO/MANUAL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동 모드

로 설정합니다. (36페이지)

2 WHITE BAL 스위치를 PRST로 설정합니다.

현재 화이트 밸런스 값이 나타납니다.

화이트 밸런스 값 3200 K 및 5600 K가 

PRST 위치에 사전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전 설정 값 가이드 

P3.2K (3200 K): 할로겐 등 

P5.6K (5600 K): 실외

3 AWB 버튼을 누릅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3200 K와 5600 K 간에 전환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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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밸런스 조정

검은색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세 RGB 원색의 

제로 레벨을 조정합니다. 블랙 밸런스를 올바르게 

조정하지 않으면, 검은색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화면의 색상 톤도 저하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블랙 밸런스를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정합니다.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카메라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다가 사용하는 경

우.

주변 온도의 변화가 심한 경우.

일반(OFF) 셔터 속도 또는 느린 셔터로 전환하

는 경우.

프로그레시브 및 일반(60i) 모드 간에 전환하는 

경우.

화이트 밸런스는 AWB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블랙 밸런스는 버튼을 길게 눌러 조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기 전에 화이트 밸런스 

조정 조건을 설정합니다.

 조정 도중 메시지
 

  	ABB	ACTIVE	 

 

 조정 후 메시지 

  	ABB	END	 

ATW 기능을 사용 중이더라도 AWB 버튼을 길

게 눌러 블랙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 중에는 블랙 밸런스를 조정할 수 없습

니다.

•

•

•
•

•
•

•

Auto Tracking White (ATW) 

ATW 기능을 사용하면 촬영 환경을 자동으로 분석

하여 촬영 도중 최적의 화이트 밸런스를 지속적으

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ATW 기능을 WHITE BAL 스위치의 위치 중 하나

(A, B 또는 PRST)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

뉴, SW MODE 화면 ATW로 이동하여 할당합니다. 

(88페이지)

ATW 기능은 출하 시 자동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설

정됩니다. (90페이지)

화이트 밸런스 센서

환경에 따라 조정에 몇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

습니다.

더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가 필요한 경우 앞 페

이지에서 설명한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ATW 기능을 사용할 때 화이트 밸런스 센서를 

막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경우 ATW가 작

동하지 않습니다.

•

•

•

수동 모드에서 촬영(계속)



촬
영

�1

여러 대상의 촬영 기법

로우 앵글 촬영

로우 앵글 촬영 시 REC 선택 스위치를 ON 위치로 

이동하여 핸들 START/STOP 버튼으로 촬영을 제

어할 수 있습니다.

핸들 START/STOP 버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실

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REC 선택 스위

치를 OFF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핸들 START/STOP 
버튼

REC 선택 스위치

셀프 카메라 촬영 

셀프 촬영을 위해 LCD 모니터를 180°돌리면 이

미지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반전하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 SELF SHOOT 

으로 이동한 다음 MIRROR를 선택하십시오. 미러 

모드에서 촬영하더라도 실제 촬영 및 기록에는 영

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REC CHECK 버튼을 눌러 표시된 이미지는 가

로 반전할 수 없습니다.

셀프 카메라 촬영 중 조작 상태 표시 

표시  없음:촬영할 수 없음(카드가 없는 등의 

이유로)

 :   촬영 중, 촬영 일시 정지 모드로 전환 중

 :  촬영이 일시 정지됨(촬영 대기)

   :  경고 표시

화면 표시는 일부만 표시됩니다. [  ]가 표시 

되면 LCD 모니터를 정상 녹화 방향으로 되돌

린 다음에 표시되는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

여 주십시오.

•

•

•

•

화면 표시 정보를 뷰파인더에서 확인하려면 

LCD 모니터를 일반 촬영 위치로 돌리십시오.

외부 장치로 출력할 때 이미지가 가로 반전됩

니다.

•

•

제브라 패턴 

CAM 모드에서 ZEBRA 버튼을 누르면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제브라 패턴 또는 표시가 나타나서 

피사체의 밝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다 노출로 하얗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제브라 패턴

으로 표시됩니다.

매우 밝음

반사 물체

수동 모드에서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조정하여 제

브라 패턴 영역을 제거함으로써 과다 노출된 부분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ZEBRA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ZEBRA1 →  ZEBRA2

	 	 ↑	 	 	 ↓

   OFF  ←	 MARKER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 ZEBRA 

DETECT1 및 ZEBRA DETECT2에서 제브라 패턴

의 밝기를 설정합니다. (94페이지)

ZEBRA DETECT2 항목을 OFF로 설정하면, 

ZEBRA 버튼을 누르더라도 ZEBRA2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설정한 제브라 패턴은 약 2초 동안 디스플레이에 

비율로 나타납니다.

초점 보조 기능을 사용 중일 때는 제브라 패턴을 표

시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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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제브라 패턴이 표시되어 있을 때 ZEBRA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가운데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설정 메뉴, DISPLAY SETUP, MARKER를 ON으

로 설정한 경우). 

화면 가운데 근처 영역의 밝기를 비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0% ~ 99%).

백분율이 99를 넘으면 “99%↑”가 나타납니다.

99%

이미지 레벨 감지 영역

이미지 레벨

마커

ZEBRA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정상 디스플레이가 다

시 나타납니다.

촬영 상태 확인 및 표시

 DISP/MODE CHK 버튼

촬영 중 또는 촬영 일시 정지 상태에서, DISP/

MODE CHK 버튼을 길게 누르면 촬영 기능 설정 

상태와 USER 버튼에 할당된 기능 목록과 같은 정

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디스플레이로 돌아

가려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촬영 중 또는 촬영 일시 정지 상태에서, DISP/

MODE CHK 버튼을 누르면 작동 상태, 대기 모드 

표시, 카운터, 표시 및 안전 구역 표시를 제외한 모

든 표시가 화면에서 제거됩니다. 일반 디스플레이

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81페이지)

이 설정은 POWER 스위치를 OFF 위치로 이동하

여 카메라 전원을 끄거나 작동 모드를 변경하더라

도 유지됩니다.

섬네일 화면이 PB 모드에서 표시되어 있을 때 

DISP/MODE CHK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클립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조작 레버로 커서를 움직여 클립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여러 대상의 촬영 기법(계속)

PRE REC

촬영하기 위한 조작을 한 시간의 3초 전부터 비디

오와 오디오를 레코딩합니다.

촬영 시작 조작 촬영 중지 조작

실제 촬영 시간

PRE REC 시간

(시간)

1 TC/UB SETUP 화면에서 TCG 항목을 FREE 

RUN으로 설정합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RECORDING SETUP 화면에서 PREREC 

MODE 항목을 ON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에 P-PAUSE가 표시됩니다.

TC/UB SETUP 화면에서 TCG 항목을 REC 

RUN으로 설정하면 설정이 자동으로 FREE 

RUN으로 변경됩니다.

3 START/STOP 버튼을 누릅니다.

약 3초 이전의 비디오 및 오디오가 레코딩됩니다.

다음의 경우 레코딩이 곧바로 시작되면 비디

오 및 오디오의 3초 전을 레코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PB 모드에서 CAM 모드로 전환한 직후

전원을 켠 직후

PREREC MODE 항목으로 변경한 직후

PREREC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된 클립의 섬

네일에는 START/STOP 버튼을 눌렀을 때의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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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이미지 흔들림 방지

OIS(Optical Image Stabilizer)를 사용하면 손으

로 촬영할 때 카메라 흔들림의 영향을 줄일 수 있

습니다.

기능을 켜거나 끄려면 OIS 버튼을 누릅니다. 이 기

능을 켜면 가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나타납

니다. 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삼각대를 사

용할 경우 이 기능을 끄십시오.

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진동이 심하거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추적할 때는 

이 기능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효과 추가

이미지에 페이딩 효과를 추가하려면 BLACKFADE 

또는 WHITEFADE 기능에 할당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 또는 REC CHECK 도중이나 섬네

일이 표시되었을 때는 버튼의 기능이 강제로 취소

됩니다.

BLACKFADE:

  길게 누르면 검은색으로 페이드 아웃됩니다. 오

디오도 페이드 아웃됩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페이드 인이 시작됩니다.

WHITEFADE:

  길게 누르면 흰색으로 페이드 아웃됩니다. 오디

오도 페이드 아웃됩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페

이드 인이 시작됩니다.

•

USER 버튼 사용 

11가지 기능 중 하나를 세 USER 버튼 각각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사용하여 촬영 설정을 신속하게 변경하

거나 촬영 중인 이미지에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출하 시에는 버튼에 다음 기능이 할당되어 있습

니다.

 USER1: WHITEFADE

 USER2: BACKLIGHT

 USER3: INDEX

자세한 내용은 설정 메뉴, SW MODE 화면, 

USER1 ~ 3을 참조하십시오.(88페이지)

기능 중 하나가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른 다음 전

원을 끄면 이미지에 적용된 효과가 유지되지 않습

니다.

역광 보정

뒤에서 조명이 비추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BACKLIGHT 기능에 할당한 USER 버튼을 누릅

니다.

화면에 BACK이 나타납니다. 

역광 보정 기능은 피사체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조

리개를 조정합니다.

기능을 끄려면 다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수동 

조리개 모드에서는 역광 보정을 해제하더라도 역광 

보정 상태가 유지됩니다.)

컬러 막대

CAM 모드에서 BARS 버튼을 누르면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에 색상 막대 화면이 출력되어 조정이 가능

해 집니다. 기능을 끄려면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색상 막대가 표시될 때 헤드폰 단자나 AUDIO 

OUT 단자에서 1 kHz의 테스트 톤이 출력됩니다. 

스피커 출력은 없습니다.

START/STOP 버튼을 눌러 색상 바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PB 모드 또는 PC 모드에서는 BARS 버튼이 작동

하지 않습니다.

전원을 끄면 색상 막대 표시가 취소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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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상의 촬영 기법(계속)

파형 모니터 기능

CAM 모드에서 WFM 버튼을 눌러 이미지 파형을 

LCD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디스플레이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다시 누릅

니다.

설정 메뉴 SW MODE 화면의 WFM 항목(89페이

지)에서 파형 표시와 벡터 표시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에는 파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초점 보조 기능이 작동 중일 때는 이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파형은 녹화할 수 없습니다.

파형이 표시될 때는 촬영 화면의 일부가 파형으

로 가려지므로 뷰파인더를 함께 사용하십시오.

•

•
•

•
•

촬영 중 볼륨 조정

音量調節

AUDIO MON/ADV

볼륨 조정

AUDIO MON/ADV

촬영 중 헤드폰을 통해 사운드를 모니터링하는 경

우에는 AUDIO MON/ADV 버튼으로 볼륨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레벨을 조정하려면. (49페이지)

POWER 스위치를 OFF 위치로 이동하여 전원을 

끄면 볼륨 조정 값이 기억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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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표시 기능

클립 섬네일에 연결된 표시를 장면 표시라고 합니

다. 섬네일 화면 모니터에서는 장면 표시가 있는 

클립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표시하거나 재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 중 SHOT MARK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면 LCD 모니터나 뷰파인더에 

MARK ON이 나타나고 촬영 중인 클립의 섬네일에 

대해 장면 표시가 설정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장면 표시가 해제됩니다. 클립에 대한 섬네일 조작

을 수행하여 장면 표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62페이지)

하지만 재생 도중에는 장면 표시를 설정하거나 해

제할 수 없습니다.

장면 표시를 설정하거나 해제할 수 없을 때는 

INVALID가 나타납니다.

인덱스 기록

이 기능을 사용하면 촬영이나 재생 도중 클립의 특

정 지점에 인덱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촬영 중 INDEX 기능에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

면 클립의 현재 지점에 인덱스 신호가 기록됩니다. 

(43, 89페이지)

인덱스는 재생 도중에도 추가할 수 있으며, 인덱스

가 있는 클립만 선택하여 표시하거나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65, 66페이지)

하나의 클립에 최대 100개의 인덱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수가 100개를 넘으면, INVALID가 표시

되고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인덱

스를 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를 반복적으로 추가할 때는 인덱스 간에 

최소 1초 이상의 간격을 두십시오. 1초 미만의 

간격으로 인덱스를 추가하면 첫 번째 작업만 

유효합니다.

•

•

•

•

 

타임 스탬프 기능

촬영 날짜와 시간을 비디오 이미지에 기록할 수 있

습니다.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의 TIME 

STAMP 항목에서 ON을 선택합니다.

TIME STAMP 기능을 ON으로 설정하면 글자 R
이 뷰파인더 및 LCD 모니터 날짜/시간 표시의 앞

에 표시됩니다.

글자 R  자체는 비디오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기록되는 시간 및 날짜 문자의 크기와 

위치는 촬영 형식에 따라 다릅니다.

외부 출력 디스플레이에서 타임스탬프 문자의 크

기와 위치는 LCD 모니터나 뷰파인더의 표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 및 날짜 표시는 DISPLAY SETUP 화면의 

DATE/TIME 항목 설정에 따라 기록됩니다. 이 항

목을 OFF로 설정한 경우에는 시간 및 날짜 표시

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타임스탬프가 기록된 클립을 본 카메라로 표시할 

때 날짜와 시간 표시가 겹치는 것을 방지하려면 

DISPLAY SETUP 화면에서 DATE/TIME 항목을 

OFF로 설정하십시오.

LAST CLIP 기능

LAST CLIP 기능을 USER 1 ~ 3 버튼 중 하나에 

할당하여 최근 기록된 클립을 버튼 터치 한 번만으

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LAST CLIP 기능에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YES/NO가 표시됩니다.

가장 최근 기록된 클립을 삭제하려면 YES를 선택

합니다.

클립을 삭제하지 않으려면 NO를 선택합니다.

촬영이 완료된 후 카메라가 PB 모드로 전환되거

나 촬영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더

라도 클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전원을 껐다 다

시 켠 경우에도 클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촬영 완료 후 메모리 카드를 분리했다 다시 넣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더라도 클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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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SHUTTER 버튼

SPEED SELECT 버튼

1 SHUTTER 버튼을 누릅니다.

SHUTT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셔터 속도는 일

반 속도(OFF)와 사용자가 SPEED SELECT 버

튼으로 선택한 속도 간에 전환됩니다.

2 SHUTTER 버튼을 누른 뒤 SPEED SELECT 버

튼을 눌러 셔터 속도를 선택합니다.

셔터 속도는 SPEED SELECT + 버튼을 누

를 때마다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SHUTTER 

SELECT - 버튼의 경우에는 역순).

셔터 속도가 빠를수록 감도는 낮아집니다.

조리개를 자동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셔터 속

도가 높을수록 더 넓게 열리므로 초점 깊이

가 줄어듭니다.

셔터 속도가 느려지면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기기를 삼각대 등에 고정하여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

•

SHUTTER   1/60

설정 메뉴의 DISPLAY SETUP 화면에서 OTHER 

DISPLAY를 OFF로 선택한 경우 이외에는 현재 

셔터 속도가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나타납니

다. 셔터 속도를 표준(OFF)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인공 조명과 특히 형광등 및 수은등을 사용할 때

는 휘도가 전원선 주파수에 동기화되어 변화합

니다. 이 주파수가 50 Hz이면 카메라 레코더의 

수직 동기화 주파수(약 60 Hz)와 조명 주파수

(50 Hz) 간에 상호 간섭이 발생합니다. 이는 화

이트 밸런스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의

미합니다.

 인공 조명을 사용한 장소에서 촬영하거나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기 전에 셔터 속도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모드

셔터 속도
50 Hz 60 Hz

OFF (60i) 1/100 OFF (1/60)
30P OFF (1/50) 1/60
24P OFF (1/50) 1/60

셔터 속도 1/15에서 게인은 0 dB로 고정됩니다.

•

•

•

셔터 속도 조정

1080/60i 또는 720/60P 형식 사용 시

표준(OFF)

1/60
SYNCRO SCAN 1/15 1/30 1/100 1/120

1/2000 1/1000 1/500 1/250

1080/30P 또는 720/30P 형식 사용 시

표준(OFF)

1/50
SYNCRO SCAN 1/15 1/30 1/60

1/1000 1/500 1/250 1/120

1080/24P 또는 720/24P 형식 사용 시 

표준(OFF)

1/50
SYNCRO SCAN 1/24 1/60

1/1000 1/500 1/25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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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화 스캔

설정 메뉴, SCENE FILE 화면, SYNCRO SCAN에

서 동기화 스캔(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촬영 

시 사용)의 셔터 속도를 설정합니다. (86페이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촬영할 때 나타나

는 수평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의 주파수에 맞게 셔터 속도를 조

정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모드로 전환하면 PAL 시스템 텔레

비전 화면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SYNCRO SCAN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되면 현재 

촬영 형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은 

아래 나열된 대로 각 촬영 형식에 대한 사전 설정 

값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60i/60P 모드: 1/60

 30P 모드: 1/30

설정 메뉴에서 RECORDING SETUP 화면의 

REC FORMAT으로 프로그레시브 모드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91페이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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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도중 최대 두 채널의 사운드를 녹음할 수 있습

니다. 각 채널에서 녹음될 입력 사운드를 내장 마

이크, 외부 마이크 또는 카메라에 연결된 오디오 

장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CH2 SELECT 스위치

CH1 SELECT 스위치

INPUT 1/2 
(MIC POWER +48V)  
스위치

INPUT 2 스위치

INPUT 1 스위치

INPUT 1 단자

INPUT 2 단자

오디오 입력 전환

내장 마이크 사용

1 CH1 SELECT 스위치를 INT (L)로 전환합니다.

내장 마이크 Lch의 오디오가 오디오 채널 

1로 녹음됩니다.

2 CH2 SELECT 스위치를 INT (R)로 전환합니다.

내장 마이크 Rch의 오디오가 오디오 채널 

2로 녹음됩니다.

외부 마이크 및 오디오 장비 사용

1 외부 마이크 또는 오디오 장비를 INPUT 1/2 

(XLR 3-핀) 단자에 연결합니다. (71페이지)

2 INPUT 1/2 스위치를 사용하여 오디오 입력을 

전환합니다.

LINE: (오디오 장비 연결됨)

 입력 레벨은 0 dBu입니다.

MIC: (외부 마이크 연결됨)

  입력 레벨은 -50 dBu입니다.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 MIC 

GAIN1 및 MIC GAIN2에서 입력 레벨을  

-60 dBu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91페이지) 

-60 dBu를 선택하면 감도가 높아져서 노이

즈가 더 많이 녹음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 phantom 마이크(+48V 전원 공급 필요)를 사

용할 때는 

INPUT 1/2 (MIC POWER +48V)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ON: (phantom 마이크 사용 시)

  +48V 전원이 INPUT 1/2 단자에 공급됩니

다.

OFF:  (phantom 마이크 미연결 시)

  INPUT 1/2 단자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

다.

phantom 마이크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더 빠

르게 소진됩니다.

+48V와 호환되지 않는 장비를 연결하는 경

우에는 OFF로 설정하십시오. 설정을 ON으

로 두면 이러한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AG-MC200G(별매)를 사용할 때는 MIC 

GAIN 항목을 -50 dBu로 설정합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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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레벨 조정

AUDIO 조절 노브

AUDIO 조절 노브를 사용하여 INPUT 1/2 (XLR 

3-핀) 단자를 통한 오디오 신호 입력 또는 내장 마

이크의 녹음 레벨을 조정합니다. 

모니터링용 사운드의 볼륨을 조정하려면. (44페

이지)

오디오 신호의 녹음 레벨을 조정하려면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의 MIC ALC 옵션 설

정(91페이지)에 관계 없이, 뷰파인더와 LCD 모

니터 왼쪽 아래의 오디오 레벨 미터를 참조하면서 

AUDIO 조절 노브를 돌리십시오.

촬영하기 전에 녹음 볼륨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본 카메라의 녹음 레벨은 Panasonic의 방송용 

카메라 레코더(AJ 시리즈 제품)보다 약 8 dB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

 

4 CH1 SELECT 스위치를 사용하여 오디오 채널 

1로 녹음될 입력 신호를 선택합니다.

INT (L):

  내장 마이크 Lch의 오디오가 오디오 채널 

1로 녹음됩니다.

INPUT 1:

  INPUT 1 단자에 연결된 장치의 오디오가 채

널 1에 녹음됩니다.

INPUT 2:

  INPUT 2 단자에 연결된 장치의 오디오가 채

널 1에 녹음됩니다.

5 CH2 SELECT 스위치를 사용하여 오디오 채널 

2에 녹음될 입력 신호를 선택합니다.

INT (R):

  내장 마이크 Rch의 오디오가 오디오 채널 

2로 녹음됩니다.

INPUT 2:

  INPUT 2 단자에 연결된 장치의 오디오가 채

널 2에 녹음됩니다.

마이크 신호를 채널 1과 2로 입력할 때는, 마

이크를 INPUT 2에 연결하고 CH1 SELECT와 

CH2 SELECT 모두를 INPUT 2로 전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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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파일 사용

다양한 촬영 환경에 따른 설정이 SCENE FILE 다

이얼의 각 위치에 저장됩니다.  

촬영할 때 SCENE FILE 다이얼을 사용하여 필요한 

파일을 즉석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SCENE FILE 다이얼

본 카메라 레코더에는 다음 파일이 저장되어 출하

됩니다.

F1: SCENE

 일반 촬영에 적합한 파일입니다.

F2: SCENE FLUO.

  형광등 아래에서 촬영할 때 적합한 파일입니

다(예: 실내 촬영).

F3: SCENE SPARK

  해상도, 색상 및 콘트라스트의 변화가 큰 촬영

에 적합한 파일입니다.

F4: SCENE B-STR

  일몰을 촬영할 때와 같이 어두운 부분의 콘트

라스트를 넓게 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F5: SCENE CINE V

  콘트라스트가 강조되는 영화와 같은 느낌의 

장면을 촬영할 때 적합한 파일입니다. (장면 

파일이 변경되더라도 촬영 형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RECORDING SETUP 화면의 REC 

FORMAT 항목을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91페이지))

F6: SCENE CINE D

  다이내믹 레인지가 강조되는 영화와 같은 느

낌의 장면을 촬영할 때 적합한 파일입니다. 

(장면 파일이 변경되더라도 촬영 형식은 변경

되지 않습니다. RECORDING SETUP 화면의 

REC FORMAT 항목을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

니다. (91페이지))

장면 파일 설정 바꾸기

장면 파일의 설정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장면 파일을 SCENE FILE 다이얼의 각 위

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장면 파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 SCENE FILE 다이얼을 돌린 다음 변경할 장면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설정 메뉴에서 SCENE FILE 화면을 선택합니

다.

메뉴 조작(82페이지)

카메라의 버튼에 해당하는 리모콘 버튼을 사

용하여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각 부품 설명(리모콘)”을 참조하십시

오. (18페이지)

4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이고 NAME 

EDIT 항목을 선택합니다.

5 조작 레버를 누르고(또는  방향으로 기울이

고),  방향으로 기울여 YES를 선택한 다음 조

작 레버를 다시 누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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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조작 레버로 6자 파일 이

름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정보와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58페이지)

설정할 수 있는 문자

  스페이스, A ~ Z, 0 ~ 9, : ; < = > ? @ [ ] 

^_-./  

파일이름이 설정되었을 때 RESET/TC SET 

버튼을 누르면 문자가 지워집니다.

7 파일 이름 설정이 끝나면 조작 레버를 누릅니

다.

8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YES를 선택하면 NAME EDIT 화면이 닫히고 

모든 변경 사항이 확인됩니다.

확인된 뒤에는 전원을 끄거나 장면 다이얼을 

이동하더라도, 변경된 모든 이름과 값이 저

장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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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파일 및 기타 설정을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

4 조작 레버를 다시 누르고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YES를 선택한 후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다음 예제에서 TITLE001이 파일 이름입니다. 

(파일 이름을 변경하려면 아래 설명을 참조하

십시오.)

5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모드를 종료합니다.

파일을 읽으려면

1)  	2단계에서 READ를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

릅니다.

2)  파일 번호를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3)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읽기가 완료되면 READ COMPLETED가 표시

됩니다.

파일에 제목을 추가하려면

1) 1	~	3단계를 수행합니다.

2)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문자를 선택

하고  방향으로 기울여 다음 문자로 이동합니

다. 

입력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페이스), A ~ Z, 0 ~ 9, : ; < = > ? @ [ ] 

^ _ - . /

3)  모든 문자가 입력되면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4)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WRITE NG WRITE PROTECT가 나타나면 SD 

메모리 카드의 보호된 상태를 해제합니다.

WRITE NG CANNOT ACCESS가 나타나면 

계속하기 전에 다른 모든 작업(재생 등)을 종

료합니다.

•

•

•

최대 4개의 장면 파일 설정 또는 기타 설정을 SD 

메모리 카드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파일을 카드에서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장면 파일의 경우 현재 설정이 자동으로 기기에 

저장되며, 저장된 데이터는 SD 메모리 카드에 기

록됩니다. SD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읽으면 

기기 내에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동시에 현재 설

정이 재기록됩니다.

모든 장면 파일 F1 ~ F6의 데이터가 재기록됩니다.

장면 파일을 저장한 경우

1 기기의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 설정 메뉴 SCENE FILE 화면에서 CARD 

READ/WRITE를 선택하고, WRITE를 선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다른 모든 설정에 대해서는 USER FILE을 선

택합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카메라의 버튼에 해당하는 리모콘 버튼을 사용하

여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

품 설명(리모콘)”을 참조하십시오. (18페이지)

3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파일 번호

(1 ~ 4)를 선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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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및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그래퍼의 이름, 

촬영 위치, 텍스트 메모와 기타 정보를 SD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 비디오 데이터에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이 데이터를 클립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표시 방법: 68페이지)

두 종류의 클립 메타데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촬

영 중 자동으로 기록되는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기기에 로드된 SD 메모리 카드에 생성된 메타데이

터 업로드 파일의 데이터입니다. 

(로딩 방법: 다음 페이지)

클립 메타데이터의 구성 

SD 메모리 카드의 메타데이터 업로드 파일을 로

드하여 밑줄이 표시된 항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항목은 촬영 중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GLOBAL CLIP ID:

  이것은 클립의 촬영 상태를 보여주는 글로벌 클

립 ID를 나타냅니다.

USER CLIP NAME:

  사용자가 설정한 클립의 이름을 나타냅니다.∗1

VIDEO & AUDIO:

  기록된 이미지의 FRAME RATE, 

RESOLUTION, PULL DOWN 시스템 및 

AUDIO를 나타냅니다.

ACCESS:

  CREATOR(촬영하는 사람의 이름), CREATION 

DATE(촬영 날짜), LAST UPDATE DATE(데

이터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 및 LAST 

UPDATE PERSON(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업데

이트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DEVICE:

  MANUFACTURER(장비의 제조사), SERIAL 

NO.(장비의 일련 번호) 및 MODEL NAME(장비 

모델 이름: AG-HMC150).

SHOOT:

  SHOOTER(비디오그래퍼의 이름) 및 PLACE 

NAME(위치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LOCATION:

  ALTITUDE, LONGITUDE, LATITUDE 및 

SOURCE(고도, 경도, 위도, 정보 출처)를 나타

냅니다.

SCENARIO:∗2

  PROGRAM NAME, SCENE

 NO. 및 TAKE NO.를 나타냅니다.

NEWS 1: 

  REPORTER (리포터의 이름) 및 PURPOSE  

(데이터 컬렉션의 용도)를 나타냅니다.

NEWS 2:

  OBJECT (데이터 컬렉션의 대상)를 나타냅니다.

MEMO:∗3

  PERSON(텍스트 메모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 

및 TEXT(메모 내용)를 나타냅니다.

∗1  메타데이터 업로드 파일에 정보가 없는 경우에

는 연속적인 5자리 숫자가 기록된 순서대로 클립

에 적용됩니다 (기록될 첫 번째 클립에 숫자 0 지

정). USER CLIP NAME 기록 방법은 선택 가능

합니다. 5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  SCENARIO를 입력하려는 경우 PROGRAM 

NAME을 입력해야 합니다. SCENE NO. 및 

TAKE NO.만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3  MEMO를 입력하려는 경우에는 TEXT를 입력해

야 합니다. PERSON만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기에는 인쇄 가능한 ASCII 문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본 기기의 표시 가능 문자 수에 제한이 있으

므로 데이터의 일부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의미

는 아닙니다.) AVCCAM Viewer 또는 다른 프

로그램을 사용하면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AVCCAM Viewer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

클립 메타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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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업로드(META DATA)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작을 수행하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

십시오.

메타데이터 로드

메타데이터가 기록되는 SD 메모리 카드를 기기

에 넣습니다. (메타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타데이터를 SD 메모리 카드에 기록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기기 내에서 메타데이터 초기화

기기 내의 메타데이터 표시

1 모드 버튼을 누르고 CAM 모드를 선택합니다.

2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3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META DATA를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또는  방향으

로 기울임).

4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CARD READ:

  SD 메모리 카드에 설정된 메타데이터를 카

메라로 읽습니다. 

LOAD로 이동하고, 조작 레버를 누르고, 

메타데이터를 읽을지 여부를 선택한 다음

(YES/NO), 다시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

SD 메모리 카드에서 메타데이터의 최대 

10개 항목을 최근 생성 날짜부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로드할 메타데이터 파일 이름에 1바이트 

알파벳 숫자 문자 이외의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로 표시됩니다.

RECORD:

  기기로 로드될 메타데이터를 SD 메모리 카드에 

동시에 기록할지 여부를 설정하려면 이것을 선

택합니다. 메타데이터를 기록하려면 ON을 선

택하고 기록을 취소하려면 OFF를 선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이 모드의 출하 시 기본 설정값은 OFF입니다.

USER CLIP NAME:

  USER CLIP NAME 기록 방법은 선택 가능합

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CLIP COUNT RESET:

  카운터 값을 1로 재설정합니다.

  재설정할지 여부를 선택하고(YES/NO)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META DATA PROP:

  기기에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이

것을 선택합니다.

META INITIAL SET:

  기기에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초기화하려면 

이것을 선택합니다.  

메타데이터를 초기화하려면 YES를 선택하고 

초기화를 취소하려면 NO를 선택한 다음, 조

작 레버를 누릅니다.

5 MENU 버튼을 눌러 메뉴 모드를 해제합니다.

USER CLIP NAME 촬영 방법 선택

MENU 버튼을 눌러 META DATA → USER CLIP 

NAME을 선택한 다음 기록 방법을 선택합니다. 옵

션에는 TYPE1과 TYPE2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될 USER CLIP NAME

TYPE1 TYPE2

클립 메타데이터를 

읽은 경우

업로드된 데

이터

업로드된 데이

터 + COUNT 

값∗

읽은 클립 메타데

이터가 없거나 클

립 메타데이터 기록

에 대한 설정이 꺼

진 경우

기록 순서대로 

연속적인 5자

리 숫자

기록 순서대로 

연속적인 5자

리 숫자

�

�

클립 메타데이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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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사용

카운터 표시

촬영 또는 재생 도중 경과한 시간을 나타내는 카운

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COUNTER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

니다. (76페이지)

0 : 00. 00(CAM 모드에만 해당)

 카운터 값

CLIP 0 : 00 . 00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의 REC 

COUNTER 항목에서 CLIP을 선택한 경우에 

표시됩니다. 

  기록이 시작되면 값이 재설정되고 개별 클립 

각각에 대해 카운터 값이 표시됩니다.

TC 12 : 34 : 56 . 01

  타임 코드 값(24P가 설정된 경우 24프레임

에서 시간 코드 프레임 숫자를 표시하고 다른 

형식이 설정된 경우에는 30프레임에서 표시

합니다.)

UB 12　34　56　78

 사용자 정보

표시 없음: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카운터 재설정

카운터가 표시되어 있을 때 RESET/TC SET 버튼

을 누릅니다.

TC 프리셋 모드

복수 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할 때는 타임 코드의 

초기값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에 사

용되는 카메라가 MASTER이고 동기화되는 카메라

가 SLAVE입니다.

1 두 장치의 TC PRESET IN/OUT 단자(VIDEO 

OUT 단자)를 핀 케이블로 연결하고 전원을 켭

니다.

MASTER 설정

2 MASTER 카메라가 CAM 모드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설정 메뉴 TC/UB SETUP 화면에서 

EXT TC LINK 항목을 MASTER로 설정합니다. 

OUTPUTTING LTC SIGNAL이 화면에 표시

되고 타임 코드가 TC PRESET IN/OUT 단자

(VIDEO OUT 단자)에서 출력됩니다.

MASTER와 SLAVE 카메라 모두에 대해 동일

한 REC FORMAT 설정을 선택하고 TC/UB 

SETUP 화면에서 TCG 항목을 FREE RUN으

로 설정합니다.

타임 코드 출력을 취소하려면 MENU 버튼을 

누릅니다.

SLAVE 설정

3 설정 메뉴 TC/UB SETUP 화면에서 EXT TC 

LINK 항목을 SLAVE로 설정합니다.

4 COUNTER - RESET/TC SET 버튼을 누릅니

다. TCG 값이 MASTER에서 입력되는 TC 값으

로 재설정됩니다.

메뉴 화면이 닫히면 TC LINK OK가 약 2초 

동안 표시됩니다.

TC 값을 올바르게 설정할 수 없으면 LINK 

NG가 표시됩니다.

SLAVE 장치를 24P로 설정한 경우 MASTER 

장치에서 TC MODE 항목을 NDF로 설정합

니다.

SLAVE 모드를 취소하려면 MENU 버튼을 누

릅니다.

■

•

•

■

•

•

•

•

∗  COUNT 값은 4자리 숫자로 표시됩니다. 클립 메

타데이터를 읽었으며 TYPE2가 기록 방법으로 선

택된 경우 새 클립이 캡처될 때마다 COUNT 값

이 증가합니다.  

다음 절차를 수행하면 COUNT 값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MENU 버튼을 누르고 META DATA→CLIP 

COUNT RESET→YES를 선택한 다음 조작 레버

를 눌러 카운터 값을 1로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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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배터리 충전

카메라의 내부 배터리를 통해 날짜와 시간이 저장

됩니다. 

날짜와 시간이 설정되었더라도 LOW INTERNAL 

BATTERY(내부 배터리 충전량이 없음을 의미)가 

표시되면 내부 배터리의 충전량이 소진되었음을 의

미합니다. 재충전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완전히 재충전되면 날짜와 시간을 재설정합니다.

1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20페이지)

POWER 스위치를 OFF 위치에 둡니다.

2 이 상태에서 카메라 레코더를 약 4시간 방치합

니다.

이 시간 동안 내부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재충전 후 타임 코드와 메뉴 조작을 확인합

니다.

재충전 후 날짜와 시간이 기억되지 않으면 내부 배

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타임 코드 설정

설정 메뉴, TC/UB SETUP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타임 코드 관련 항목을 설정합니다. (92페이지)

TC MODE

TCG

TC PRESET

•

•
•

•
•
•

내부 배터리 충전/타임 코드 설정

타임 코드 지정(TC PRESET)

촬영 시작 시 사용될 타임 코드에 대한 초기 설정

으로 선택한 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TC PRESET을 

설정합니다.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 설정 메뉴 TC/UB SETUP 화면에서 TC 

PRESET 항목을 선택합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카메라의 버튼에 해당하는 리모콘 버튼을 사

용하여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각 부품 설명(리모콘)”을 참조하십시

오. (18페이지)

3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YES로 이동

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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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에서 타임 코드 값은 형식 및 프레임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따라서 형식이나 프레임 비율을 

변경하면 이전 촬영의 마지막 타임 코드 값부터 연

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촬영 형식
타임 코드

조정

1080/24P

720/24P

4프레임 증가 

단위로 조정 가능

 

4 아래 화면이 나타나면 타임 코드 값을 설정합니다.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이고 타임 코드 

값을 선택합니다.

 방향으로 기울여 다음 숫자로 이동하고 다시 

  방향으로 기울여서 값을 선택합니다.

RESET/TC SET 버튼을 눌러 타임 코드를 제로

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카메라

5 타임 코드를 설정했으면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6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YES로 이동

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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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설정

사용자 정보를 설정하면 8자리 정보를 16진수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는 자동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며 전원을 

끄더라도 유지됩니다.

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 설정 메뉴, TC/UB SETUP 화면에서 UB 

PRESET을 선택합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카메라의 버튼에 해당하는 리모콘 버튼을 사

용하여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각 부품 설명(리모콘)”을 참조하십시

오. (18페이지)

3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YES로 이동

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
•

4 사용자 정보를 설정합니다.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이고 사용자 정

보 문자를 선택합니다.

0 ~ 9의 숫자와 A ~ F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 기울여 다음 숫자로 이동하고 다시 

  방향으로 기울여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RESET/TC SET 버튼을 눌러 사용자 정보를 없

는 상태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BARS

LCD

ZEBRA OIS

EVF DTL WFM

CH1 SELECT CH2 SELECT INPUT 1 INPUT 2

SHUTTER

COUNTER RESET/TC SET
AUDIO

SPEED SELECT

INT(L)
INPUT1
INPUT2

INT(R)
INPUT2

ON

MIC POWER +48V

OFF
ON

OFF

카메라

5 사용자 정보를 설정했으면 조작 레버를 누릅니

다.

6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YES로 이동

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

내부 배터리 충전/타임 코드 설정(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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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WER 스위치를 ON으로 돌립니다.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POWER 스위

치를 ON으로 돌립니다.

2 모드 버튼을 눌러 PB 램프를 켭니다.

이제 카메라가 PB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는 아래와 같이 변

경됩니다.

 PB  CAM 

  PB가 선택된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 

기기는 PC(PC 연결) 모드로 들어갑니다. 

(75페이지)

•

기본 재생 조작

섬네일을 사용한 클립 재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작 레버를 사용한 조작 리모콘

재생(  )

현재 커서로 표시된 클립을 재생합니다.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빨리 감기(  )

재생 도중 누르면 클립을 빠르게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약 5배 속도∗)
∗ 	PB FORMAT을 720/24P로 설정하면 스크롤이 정상 속도의 약 6배

가 됩니다.

일시 정지 도중 누르면 다음 클립으로 이동됩니다.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되감기(  )

재생 도중 누르면 클립을 빠르게 뒤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약 5배 속도∗)
∗  PB FORMAT을 720/24P로 설정하면 스크롤이 정상 속도의 약 6배

가 됩니다.

일시 정지 도중 누르면 이전 클립으로 이동됩니다.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정지(  )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일시 정지(  )

재생 도중 누르면 클립이 일시 정지됩니다.

일반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누릅니다.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POWER
ON

OFF

1

잠금 해제 버튼

P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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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화면

한 번의 촬영 세션에서 생성된 비디오 데이터를 클립이라고 합니다. PB 모드가 설정된 경우, 클립은 LCD 

모니터와 뷰파인더에 섬네일로 표시됩니다. (클립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섬네일 화면을 사용하여 다음 조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립 재생 및 삭제

SD 메모리 카드 포맷

인덱스 추가 또는 삭제

장면 표시 추가 또는 삭제

기본 섬네일 화면 조작

섬네일을 선택하려면: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섬네일을 선택합니다(노란색 

프레임이 움직임).

클립을 재생하려면: 

   섬네일을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재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ENU

PUSH-ENTER

AUDIO MON/ADV

EXEC

10
12

1 2 3 4

6 7 8 95

M I

0004

1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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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섬네일 표시 상태(65페이지)

섬네일로 표시된 클립의 유형이 이 영역에 나

타납니다.

2 반복 재생 표시기(63페이지)

반복 재생 시 표시됩니다.

3 카드 상태 표시

SD 메모리 카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4 배터리 잔량 표시(19페이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5 커서(노란색 프레임)

현재 선택된 섬네일에 표시됩니다.

6 촬영 모드 표시

현재 커서로 강조 표시된 클립이 PH 모드에서 

촬영된 경우 촬영 모드가 표시됩니다.

7 촬영 형식 표시

현재 선택된 클립의 촬영 형식이 표시됩니다.

8 시간 표시

현재 선택된 클립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9 시간 표시(65페이지)

설정에 따라 클립 촬영의 시작에 타임 코드를 

표시하거나/클립 촬영의 시작에 사용자 정보를 

표시하거나/촬영의 시간/촬영 날짜/촬영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10 클립 번호

촬영 순서대로 표시됩니다(최대 1000개 클립). 

재생할 수 없는 클립(예를 들어 다른 촬영 형식

의 클립)의 번호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빨

간색으로 표시된 클립을 재생하려면 설정 메뉴 

PLAY SETUP 화면에서 PB 형식을 적절한 촬

영 형식(63페이지)으로 설정합니다.

11  : 클립 보호 표시

보호된 클립에 표시됩니다.

12 표시기

M  : 장면 표시
클립에 장면 표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페이지)

I  : 인덱스

인덱스가 첨부된 경우에 표시됩니다(66페이지).

 : 재생 재시작 표시

재생 재시작 설정이 적용된 클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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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에 장면 표시 추가

장면 표시( M  )를 추가하면 찾고자 하는 클립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노란색 

프레임을 장면 표시를 추가할 클립으로 이동합

니다.

2 장면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누릅니다. 

(88페이지)

장면 표시를 해제하려면 위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소비자 캠코더 모델을 사용하여 레코딩된 클립에

는 장면 표시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섬네일 화면(계속)

직접 촬영 기능

PB 모드에서 START/STOP 버튼을 누르면 CAM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촬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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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설정(PLAY SETUP)

재생 형식 및 방법을 설정합니다.

재생 형식 설정(PB FORMAT)

재생 형식을 설정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PLAY SETUP 화면에서 PB FORMAT 항목을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또는  방향으

로 기울임). 

3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재생 형식

을 선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형식:

  1080/60i (30P), 1080/24P, 720/60P (30P),  

720/24P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의 

REC FORMAT 항목에 대한 설정은 초기 설

정으로 반영됩니다.

4 MENU 버튼을 눌러 섬네일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재생이 가능하면 클립 번호가 검은색으로 표

시되고, 재생이 불가능하면 빨간색으로 표

시됩니다.

재생 형식이 변경되더라도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의 REC FORMAT 

항목에서 설정한 형식은 카메라를 CAM 모드로 

전환하면 복원됩니다.

•

•

반복 재생(REPEAT PLAY)

사용 가능한 모든 클립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PLAY SETUP 화면에서 REPEAT PLAY 항목

을 ON으로 설정합니다.

3 MENU 버튼을 눌러 섬네일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반복 재생 표시기가 표시됩니다.

재생 작업이 수행되면 재생 가능한 클립이 반복

적으로 재생됩니다.

재생이 일시 정지될 때까지 반복 재생이 계

속됩니다.

반복 재생 설정을 끄려면 2단계에서 OFF를 

선택합니다.

•

•



��

재생 설정(PLAY SETUP) (계속)

재생 재시작(RESUME PLAY)

클립이 이전에 일시 정지된 위치부터 재생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PLAY SETUP 화면에서 RESUME PLAY 항목

을 ON으로 설정합니다.

3 MENU 버튼을 눌러 섬네일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4 재생할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재생이 일시 정지된 경우, 클립 섬네일

에 재생 재시작 표시기가 표시되고 다음에 클립

을 재생하도록 선택하면 해당 클립의 나머지 부

분이 재생됩니다.

반복 재시작 설정을 끄려면 2단계에서 

OFF를 선택합니다.

•

건너뛰기 방법 설정(SKIP MODE)

재생이 일시 정지되었을 때 수행할 건너뛰기(큐) 

작업을 선택합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PLAY SETUP 화면에서 SKIP MODE 항목을 

선택합니다.

3 건너뛰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CLIP:

  재생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조작 레버를  

또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이전 또는 다음 

클립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CLIP & INDEX:

  재생이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조작 레버를  

또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이전 또는 다음 

클립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하거나 이전 또는 

다음 INDEX 위치로 이동합니다.

4 MENU 버튼을 눌러 섬네일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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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조작  

섬네일로 표시할 클립의 종류를 표시할 수 있습

니다.

섬네일을 화면에 표시할 방법을 더 세밀하게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THUMBNAIL SETUP 화면을 선택하고 조작 레

버를 누릅니다(또는  방향으로 기울임).

3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선 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THUMBNAIL MODE:

 표시할 클립을 선택합니다.

 ALL:

  모든 클립을 표시합니다.

 SAME FORMAT:

   현재 PB 형식과 같은 형식의 클립을 모두 

표시합니다.

 MARKER:

   장면 표시가 있는 클립을 모두 표시합니

다.

 INDEX:

  인덱스가 있는 클립을 모두 표시합니다.

섬네일 표시 방법 선택(THUMBNAIL SETUP)

INDICATOR:

  표시기를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ON/OFF). (출하 시 기본 설정은 ON입니

다.) 

이 설정을 OFF로 설정하더라도 클립 보호 

표시와 재생 재시작 표시는 계속 표시됩니다.

DATA DISPLAY:

  타임 코드(TC)/사용자 정보(UB)/촬영 시간

(TIME)/촬영 날짜(DATE)/촬영 날짜와 시간

(DATE & TIME) 중에서 클립 시간 표시의 형

식을 선택합니다.

DATE FORMAT:

  년-월-일(Y-M-D)/월-일-년(M-D-Y)/

일-월-년(D-M-Y) 중에서 촬영 날짜의 표

시 순서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CLIP PROPERTY에 반영되지 않

습니다.

4 MENU 버튼을 눌러 섬네일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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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조작(계속)

클립을 삭제하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OPERATION 화면을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

릅니다(또는  방향으로 기울임). 

3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선 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DELETE:

 ALL CLIPS:

   모든 클립을 삭제합니다. 

삭제할지 여부를 선택하고(YES/NO)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SELECT:

   선택한 클립을 삭제합니다. 

조작 레버로 클립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클립 주위에 오렌지색 테두리가 나타납니

다. (여러 클립을 선택하려면 이 작업을 반

복합니다.)

   EXEC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삭제할지 여부를 선

택한 다음(YES/NO), 조작 레버를 누릅니

다.

 NO: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클립 삭제 및 보호(OPERATION)

보호된 클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메모리에서 모든 클립을 삭제하기 위해 ALL 

CLIPS을 선택하면, 삭제할 클립의 양에 따라 

삭제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리모콘을 통해서는 삭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

다.

•
•

•

INDEX:

 YES:

   선택한 클립에 인덱스를 첨부합니다.

  1)  재생할 클립을 선택하고 추가할 인덱스

의 지점에서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2)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하여 인덱스

를 첨부합니다.

  ᆞ  클립에서 인덱스가 실제로 첨부될 위치

는 0.5초 오류 이내에서 정확합니다.

  ᆞ  인덱스를 삭제하려면 3단계에서 

INDEX→YES를 선택하고 다음을 수행

합니다.

   1)  재생할 클립을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 클립을 일시 

정지합니다.

   2)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인덱스가 첨부될 지점 간에 포인터를 

이동합니다. 포인터를 삭제할 인덱스

로 이동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

다.

   3)  확인 화면에서 YES를 선택합니다.

 NO: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 캠코더 모델을 사용하여 레코딩된 클립

에는 인덱스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인덱스 재생 중에는 볼륨을 조절할 수 없습

니다.

•

•



재
생

��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수 있으며 클립 및 SD 

메모리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조작(82페이지)

2 CARD FUNCTIONS을 선택하고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또는  방향으로 기울임).

카드 포맷 및 클립과 카드 정보 확인(CARD FUNCTIONS)

3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선 택한  

다음 조작 레버를 누릅니다.

CARD FORMAT:

포맷할 카드를 카메라에 넣습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포맷됩니다.

 계속하면 카드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포맷할지 여부를 선택하고(YES/NO) 조작 레

버를 누릅니다.

CARD STATUS:

  SD 메모리 카드 정보 표시.  

(다음 페이지)

CLIP PROPERTY:

  선택된 클립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이전 또

는 이후 클립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4 MENU 버튼을 눌러 섬네일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
•

•

CLIP PROTECT:

 YES:

  선택한 클립을 보호합니다. 

   (  표시가 표시됩니다.)

  ᆞ 보호된 클립을 선택하면 보호가 취소됩

니다. 

  (  표시가 사라집니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면(아래 참조) 보호

된 클립도 모두 삭제됩니다.

 NO: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MENU 버튼을 눌러 섬네일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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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네일 조작(계속)

SD 메모리 카드 정보 화면

1
2

3
4

1 REMAIN:

  SD 메모리 카드 잔량을 표시합니다.

2 SD STANDARD:

  SD 메모리 카드가 SD 또는 SDHC 표준

으로 포맷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SUPPORTED/NOT SUPPORTED).

3 PROTECT:

  SD 메모리 카드가 쓰기 보호되어 있는지 표

시합니다.

4 SPEED CLASS:

  SD 메모리 카드의 속도 클래스를 표시합니

다.

클립 정보 화면

1
2

3

1 클립 번호

2 섬네일 (섬네일 화면: 60페이지)

3 클립 정보

  클립에 연결된 표시기와 기타 여러 정보를 표

시합니다.

 START TC:   촬영 시작 시 타임 코드 값

 START UB:  촬영 시작 시 사용자 정보 값

 DATE/TIME:   촬영 시작 시 촬영 날짜

 TIME ZONE: 시간대를 표시합니다.

 DURATION: 클립 길이

 FORMAT: 촬영 형식

4 클립 메타 데이터

  클립 정보 화면이 표시되어 있을 때 조작 레

버를 누르면 비디오와 오디오 형식, 비디오그

래퍼의 이름 등과 같은 더 자세한 정보가 표

시됩니다.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 원하는 정

보를 확인합니다. (클립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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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재생 기능

빨리 감기/되감기

1 재생 도중 조작 레버를  (되감기) 또는  

(빨리 감기) 방향으로 기울입니다(또는 리모콘

에서 SEARCH 버튼을 누름).

클립은 정상 속도의 약 5배 속도로∗ 앞/뒤로 재

생됩니다.
∗ 	PB FORMAT을 720/24P로 설정하면 스크롤

이 정상 속도의 약 6배가 됩니다.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카메라 또는 리모콘

정상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조작 레버를  방향(재

생)으로 기울입니다(또는 리모콘에서 PLAY 버튼

을 누름).

빨리 감기 재생 중 마지막 클립의 재생이 끝나면 

화면은 섬네일 표시로 돌아갑니다.

되감기 재생 중 첫 번째 클립의 재생이 끝나면 화

면은 섬네일 표시로 돌아갑니다.

빨리 감기나 되감기 재생 중에는 오디오가 재생

되지 않습니다.

•

•

•

다음/이전 클립

1 클립을 일시 정지하려면 재생 도중 조작 레버

를  방향으로 기울입니다(또는 리모콘에서 

PAUSE 버튼을 누름).

2 재생 도중 조작 레버를  (되감기) 또는  

(빨리 감기) 방향으로 기울입니다(또는 리모콘

에서 SKIP 버튼을 누름).

카메라 또는 리모콘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첫 번째 클립의 시작 부분이나 마지막 클립의 끝 

부분을 지나서 이동하면 화면이 섬네일 표시로 

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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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재생 기능(계속)

프레임 단위 재생

1 클립을 일시 정지하려면 재생 도중 조작 레버

를  방향으로 기울입니다(또는 리모콘에서 

PAUSE 버튼을 누름).

2 AUDIO MON/ADV 버튼을 누릅니다(또는 리모

콘에서 STILL ADV 버튼을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버튼에서 손을 뗄 때까지 프레임 

단위로 계속 진행됩니다.

리모콘에서 STILL ADV 버튼을 길게 눌러 프

레임 단위로 연속 진행합니다. 취소하려면 

PAUSE 버튼을 누릅니다.

카메라 또는 리모콘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MENU

PUSH-ENTER

AUDIO MON/ADV

EXEC

+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1/2초 간격으로 정방

향으로 진행되고, - 버튼을 누르면 역방향으로 진

행됩니다.

정상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조작 레버를  방향(재

생)으로 기울입니다(또는 리모콘에서 PLAY 버튼

을 누름).

볼륨 조정

1 내부 스피커와 헤드폰 잭의 오디오 출력 볼륨을 

재생 중 AUDIO MON/ADV 버튼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을 사용하는 경우 ZOOM/VOL 버튼을 누

릅니다.

카메라 또는 리모콘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MENU

PUSH-ENTER

AUDIO MON/ADV

EXEC

•

•

텔레비전에서 이미지 보기

AV 케이블(별매), HDMI 케이블(별매) 또는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기본 제공)을 사용하여 

기기를 TV에 연결한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 카메라 레코더를 TV에 연결합니다. (73페이지)

2 재생을 시작합니다.

뷰파인더와 LCD에 나타나는 정보를 텔레비

전에 표시하려면 리모콘의 EXT. DISPLAY 

버튼을 누릅니다.  

표시를 지우려면 EXT. DISPLAY 버튼을 다

시 누릅니다.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날짜 및 시간 확인

촬영 날짜와 시간을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표

시하려면 리모콘의 DATE/TIME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시간

날짜

시간 및 날짜

표시 없음

ZOOM

START/
STOPPHOTO

SHOT
EXT

DISPLAY

DATE/
TIME

VOL

PLAY

STOPSKIP SKIP

MENU

ENTER

PAUSE

SEARCH

STILL ADV STILL ADV

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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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기 연결

헤드폰

3.5 mm 스테레오 미니 잭

헤드폰(별매)을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마이크

 

마이크(별매)
AG-MC200G

INPUT1 또는
INPUT2

마이크 홀더

마이크 홀더 어
댑터

6 mm

12 mm

마이크 슈에 외부 마이크를 연결할 때는 동봉된 마이크 홀더와 마이크 홀더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홀더와 마이크 홀더 어댑터를 연결할 때는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나사를 단단하게 조이

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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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기 연결(계속)

컴퓨터(비선형 편집/파일 전송)

USB 2.0

컴퓨터 USB 연결 케이블(별매)

Mini-B

페라이트 코어(기본 제공)

컴퓨터의 상태와 기타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5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USB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여 카메라와 PC를 연결할 때는 USB 연결 케이

블 중 PC 단자에서 약 5 cm 위치에 하나, 카메라 단자에서 약 5 cm 위치에 

하나, 총 두 개의 페라이트 코어(기본 제공)를 장착하십시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케이블을 연결한 후 딸깍 소리가 나며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단자를 

닫습니다.

•

페라이트 코어는 떨어뜨리거나 다른 충격을 가하면 쉽게 손상되므로 항상 주의하여 취급하십시오.

차폐가 되어 있고 길이가 3미터 미만인 USB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

비디오 데크(더빙)

비디오와 오디오 출력은 카메라의 비디오와 오디오 출력으로 제한됩니다.

비디오 케이블(별매)
오디오 케이블(별매)
흰색:  CH1(왼쪽 채널) 사운드
빨간색:  CH2(오른쪽 채널) 사운드

이 케이블을 비디오 데크의 
단자에 연결합니다.

비디오 데크

카메라의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를 외부 장치로 출력할 때는 외부 장치의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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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모니터

카메라의 출력 신호가 표시됩니다.

COMPONENT
OUT

HDMI 케이블
(별매)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기본 제공)
비디오 케이블
(별매)오디오 케이블(별매)

흰색: CH1(왼쪽 채널) 사운드
빨간색: CH2(오른쪽 채널) 사운드

이 케이블을 텔
레비전의 단자
에 연결합니다.

TV/모니터

페라이트 코어
(기본 제공)

페라이트 코어
(기본 제공)

카메라의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를 외부 장치로 출력할 때는 외부 장치의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HDMI 케이블을 사용하여 카메라와 TV/모니터를 연결할 때는 HDMI 케이블 

중 TV/모니터 단자에서 약 5 cm 위치에 하나, 카메라 단자에서 약 5 cm  

위치에 하나, 총 두 개의 페라이트 코어(기본 제공)를 장착하십시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케이블을 연결한 후 딸깍 소리가 나며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단자를 닫습니다.

•

페라이트 코어가 케이블을 따라 움직이고 제자리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페라이트 코어 한쪽에 바인더를 장착하여 고정하십시오.

 가위 등으로 잘라 바인더 길이를 조정하십시오.

•

페라이트 코어는 떨어뜨리거나 다른 충격을 가하면 쉽게 손상되므로 항상 주의하여 취급하십시오.

Panasonic의 HDMI 케이블 사용을 권장합니다.

HDMI 케이블과 VIDEO OUT 케이블이 동시에 연결된 경우에는 HDMI 출력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동시 

출력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VIERA Link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AV OUT SETUP 화면의 HDMI OUT SEL 항목을 FIX로 설정하여 HDMI OUT 단자와 COMPONENT 

OUT 단자 모두에서 동시에 신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캠코더를 다른 장치와 연결할 때 장치와 단자가 BNC 방식을 사용

해서 연결해야 한다면 제공되는 핀-BNC 변환 플러그를 사용하십시오.

•
•
•

•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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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출력과 COMPONENT OUT 및 VIDEO OUT 동시 출력 신호 표

: 출력 가능  ×: 출력 불가

HDMI 케이블 연결
HDMI OUT SEL  

항목 설정

COMPONENT OUT  

단자 출력

VIDEO OUT  

단자 출력

케이블 연결됨, 모니터로 

신호 출력

AUTO x x

FIX
∗1 x∗1

x∗2 ∗2

480P x x

케이블 연결되지 않음
∗1 x∗1

x∗2 ∗2

∗1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로 연결한 경우
∗2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로 연결하지 않은 경우

COMPONENT OUT 단자와 VIDEO OUT 단자에서 동시에 신호를 출력할 수 없습니다.

■

•

외부 기기 연결(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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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편집(PC 모드)

USB 연결 케이블을 통해 카메라를 편집용 컴퓨터

에 연결하여 SD 메모리 카드의 비디오를 비선형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대해서는 7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충분히 충전된 배터리 또는 AC 어댑터를 사용하

십시오.

USB 연결에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Windows 2000, Windows XP 또는 Windows 

Vista가 설치된 PC, Intel CPU를 사용한 

Macintosh(Intel Mac)

USB 2.0(고속, 대용량 저장 클래스) 호환(USB 

1.1과 호환되지 않음)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에만 연결하십시오.

카메라와 컴퓨터 사이에 허브나 다른 장치가 연

결되어 있으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1 SD 메모리 카드를 넣고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이동합니다.

2 모드 버튼을 눌러 PB 램프를 켜고 버튼을 다시 

길게 누릅니다(최소 2초 이상).

PC 램프가 깜박이고 카메라가 PC 모드로 전

환됩니다.

3 USB 연결 케이블로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합

니다.

연결하기 전에 컴퓨터의 전원을 켭니다.

USB 연결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CHECK USB CABLE이 표시됩니다.

•

•

•
•

•

4 컴퓨터에서 비선형 편집을 수행합니다.

SD 메모리 카드의 내용이 내 컴퓨터 또는 컴퓨

터 화면의 바탕 화면 안에 이동식 디스크 아이

콘으로 나타납니다. (108페이지)

(예) Windows

이동식 디스크(E:)

(예) Macintosh

NO NAME

파일을 카메라에서 컴퓨터로 복사할 때는 파

일을 실수로 덮어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편집 소프트웨어의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카드를 교체할 때는 액세스 램프가 깜박이지 

않으며 현재 카드에 액세스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십시오.

PC 모드에 있을 때는 카메라에서 작업을 수

행할 수 없습니다.

케이블을 분리할 때는 항상“하드웨어 안전

하게 제거”를 수행하십시오.

SD 메모리 카드 슬롯 커버가 열려 있으면 

SD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

습니다.

5 카메라의 전원을 끕니다.

컴퓨터에서 카메라가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을 

때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컴퓨터의 전원을 껐다 다시 켭니다.

카메라에서 SD 메모리 카드를 꺼냈다 다시 

넣습니다.

컴퓨터의 다른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PB 모드로 돌아가려면 USB 연결 케이블을 분

리한 후 모드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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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

일반 디스플레이

안전 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2를 참조하십시오. (78페이지)

SPARK –

ALC

83 %
DEC     25     2008     23 : 59 : 59

24P
F 5 .6 Z 10 . 4 m

m
1 / 123. 4 SPOT MF23 . 5 ft

TC   12 : 34 : 56 . 00 

P 3.2 K
18 dB

ND 1/64

D10X

A

CH1
CH2

112 min P REC
STD BY

MARK OFF

120 min

PH 1080

R

EXPANDED

VOLUME [ + ][    ]_

5

8

10

12

1413

6

4

7

9

11

15 16 17

18

29

27

24

22

20

283012

25
26

23

21

19

31

3

1 타임 코드 표시

COUNTER 버튼을 누를 때마다 표시가 다음 데

이터로 전환됩니다(또는 표시 없음).

COUNTER:

 카운터 값

CLIP:

 각 클립의 CLIP 카운터 값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에서 REC 

COUNTER 항목을 CLIP으로 설정하면 표시

됩니다.

재생 도중 타임 코드 표시가 자동으로 

CLIP으로 설정되고 타임 코드는 각 클립

에 대해 0:00:00의 값부터 카운트됩니다.

TC:

 타임 코드 값.

  타임 코드 값을 SD 메모리 카드에서 올바르

게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TC∗]가 표시됩니

다.

UB:

 사용자 정보

  사용자 정보를 SD 메모리 카드에서 올바르

게 읽을 수 없으면 [UB∗]가 표시됩니다.

2 미디어 정보 표시

삽입된 SD 메모리 카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표

시합니다.

: 기록 가능

: 카드가 쓰기 방지되어 있습니다.

: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카드 가득참

이 아이콘이 표시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는 기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사용 중인 SD 메모리 카드의 메모리 크기

와 종류에 따라, 촬영 중 카드의 메모리가 

가득차더라도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고 촬

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재생 전용 

이미 1,000개 이상의 클립이 들어 있는 

SD 메모리 카드는 재생에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카드 액세스 중

: 카드 없음

3 미디어 용량 표시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의 REC 

FORMAT 항목에서 설정한 촬영 프레임 비율에 

대한 남은 용량을 표시합니다.

PB 모드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표시되는 시간은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십시

오.

4 AUTO/MANUAL 스위치 작동 표시

AUTO/MANUAL 스위치를 AUTO로 전환했을 

때 이 표시가 나타납니다.

5 디지털 줌 배율 표시

디지털 줌 배율을 표시합니다.

D 2X: 2 x 줌

D 5X: 5 x 줌

D 10X: 10 x 줌

6 촬영 형식 표시(91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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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에 계속)

7 정보 표시

상황에 따라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자동 화이트 밸런스 또는 자동 블랙 밸런스

의 수행

경고(79페이지)

필요한 촬영 조건에서 ND 필터 권장이 표시

됩니다.

AWB 오류 메시지(LOW LIGHT / LEVEL 

OVER)가 표시됩니다. (39페이지）
DISP/ MODE CHK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USER 버튼에 할당된 기능이 표시됩니다.

8 EXPANDED 표시

확장 표시 도중 표시됩니다. 

9 마이크 레벨 자동 조절 표시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 MIC 

ALC에서 “ON”을 선택한 경우에 나타납니

다.

10 마커 휘도 표시

마커가 표시된 경우, 화면 중심 부분 밝기 레벨

이 0% ~ 99%로 표시됩니다. 백분율이 99를 

넘으면 “99%↑”가 나타납니다.

11 타임스탬프 표시(45페이지)

12 날짜 및 시간 표시

월:

JAN(1월), FEB(2월), MAR(3월), APR(4월), 

MAY(5월), JUN(6월), JUL(7월), AUG(8월), 

SEP(9월), OCT(10월), NOV(11월),  

DEC(12월)

mmm dd yyyy hh:mm:ss

일

년:
2001 ~ 2039

시간

분

초

13 프레임 비율 표시

촬영 프레임 비율을 표시합니다.

1080/60i로 설정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14 셔터 속도 표시

셔터 속도가 표시됩니다.

15 오디오 레벨 미터 표시(49페이지)

16 자동 조리개 조절 표시

STD: 표준 자동 조리개 조절

SPOT: 스폿라이트용 자동 조리개 조절

BACK:  역광 보정용 자동 조리개 조절

•

•
•

•

•

17 조리개 표시

F 값을 표시합니다.

18 줌 위치 표시

줌 위치가 Z00(최대 광각) ~ Z99(최대 줌)로 

표시됩니다.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의 ZOOM & 

FOCUS 항목에서 단위를 mm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9 초점 조절 정보 표시

초점 조절 정보를 99 ~ 00으로 표시합니다.

자동 초점 모드에서는 AF가 나타납니다. 수동 초

점 모드에서는 MF가 나타납니다. 표시를 매크로 제

어로 설정하면 AF 또는 MF의 흑백이 반전되어 표

시됩니다.

95 (초점 거리: 무한대)

:

00 (초점 거리: 약 5 cm)

줌 위치에 따라 매크로 범위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줌 위치에 따라 매크로 범위의 하한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

의 ZOOM & FOCUS 항목에서 단위를 피트와 

미터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 인덱스/장면 표시 기록 표시

(INDEX/ SHOT MARK)

촬영 중 INDEX 기능이나 SHOT MARK 기능이 

할당된 USER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됩니다.

인덱스나 장면 표시를 첨부할 수 없으면 

INVALID가 표시됩니다.

21 ND 필터 표시

선택된 ND 필터가 표시됩니다.

22 게인 표시

구성된 이미지 증폭기의 게인 값을 표시합니다. 

(자동 모드 중에는 AGC가 표시됩니다.)

23 AWB 정보 표시

화이트 밸런스의 정보를 표시합니다.

ATW:    ATW가 설정된 경우

P3.2K/P5.6K: 사전 설정의 경우

Ach/Bch:   A/B의 경우

LOCK:    ATW가 고정된 경우

24 마커 표시

촬영 중 ZEBRA 버튼을 한 번이나 두 번 누르면 

마커가 표시됩니다.

25 광학 이미지 흔들림 방지 기능  표시

광학 이미지 흔들림 방지 기능이 ON일 때 표

시됩니다.

26 장면 파일 이름 표시(5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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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계속)

27 배터리 잔량 표시

본 제품과 호환되는 Panasonic 제조 배터리

를 사용할 경우, 배터리 잔량은 분 단위로 표시

됩니다.

잠깐 멈춘 후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줄어들수록 배터리 표시는 

→ → → →

의 순서로 변경됩니다. 는 3분 미만이 

남은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배터리 잔량

이 없으면 이 깜박입니다.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 사용할 때 또는 배터리

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

량에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하려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잔량이 없

을 때까지 사용한 다음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

십시오. (배터리를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에

서 장시간 사용했거나 배터리를 여러 번 재충

전한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여전히 올바르

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는 참고일 뿐이며 사용 조건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드를 전환할 때, REC CHECK 작업을 수

행할 때 또는 LCD 밝기를 변경할 때는 잔량

이 다시 계산되므로 배터리 잔량 표시가 일시

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AC 어댑터를 사용할 때는 표시되지 않습니

다.

28 작동 상태 표시
REC:   촬영
PAUSE:  촬영 대기

CHK:    기록 확인

 :    재생

 :    재생 일시 정지

INDEX [  ]:  INDEX 위치에서 재생 일시 정지됨

  (   ):  프레임 단위 재생 

(프레임 단위 역방향 재생)

 (  ): 건너뛰기(역방향 건너뛰기)

 (  ):  빨리 감기/빠른 재생(되감기/빨리 

되감기 재생)

 (  ):   최종 장면에서 일시 정지됨(처음 

장면에서 일시 정지됨)

셀프 카메라 촬영 표시

표시 없음:  촬영할 수 없음(카드가 없는 등의 

이유로)

 :  촬영 중, 촬영 일시 정지 모드로 전환 중

 :  촬영이 일시 정지됨(촬영 대기)

 : 경고 표시

29 대기 모드 표시

카메라를 대기 모드로 설정했을 때 표시됨

•

•

•

•

•

30 촬영 기능 표시

설정 메뉴 RECORDING SETUP 화면에서 

PREREC MODE 항목을 ON으로 설정했을 때 

표시됩니다.

화면에 P-가 표시됩니다.

31 모니터 오디오 레벨 미터

AUDIO MON/ADV 버튼을 누르면 내부 스피

커와 헤드폰 잭의 사운드 볼륨 출력이 표시됩

니다.

32 안전 구역

구역의 범위가 DISPLAY SETUP 화면의 

SAFETY ZONE 항목(94페이지)으로 표시됩

니다.

4:3 4:3으로 잘리는 위치를 나타냅니다.

90% 일반적인 가정용 TV에서 신호를 표시할 

수 있는 범위(90%)를 나타냅니다.

설정 메뉴 SW MODE 화면에서 FOCUS 

ASSIST 항목을 EXPANDED로 설정한 경우에

는 LCD 모니터나 뷰파인더에 표시되지 않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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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NNOT BE USED DUE TO INCOMPATIBLE 

DATA.

  데이터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

다.

CANNOT DELETE.

 클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CANNOT DELETE WITH THIS BUTTON

 클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CANNOT PLAY.

 재생을 할 수 없습니다.

CANNOT PLAY WITH THIS BUTTON

 재생을 할 수 없습니다.

CANNOT RECORD PH MODE AND HA MODE 

INTO THIS CARD.

  PH 모드 또는 HA 모드에서는 이 카드에 기록할 

수 없습니다. 

CANNOT RECORD.

THE NUMBER OF CLIPS HAS EXCEEDED 

THE MAXIMUM LIMIT.

  최대 클립 수에 도달했고 클립을 더 기록할 수 없

습니다.

CANNOT SET 

THE NUMBER OF INDEXES HAS EXCEEDED 

THE MAXIMUM LIMIT.

  인덱스 수가 최대 한계를 초과하게 되므로 더 이

상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CANNOT SET PRE-REC,  

CARD CAPACITY TOO LOW.

  카드의 남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PRE-

REC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CARD DOOR OPENED.

 카드 도어가 열렸습니다.

CARD ERROR.

PLEASE REFORMAT.

  포맷에 실패했습니다. 카드를 다시 포맷해야 합

니다.

CARD FULL.

 카드가 가득 찼습니다.

■
CHECK CARD.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CHECK USB CABLE.

 카메라 레코더를 PC에 연결하십시오.

CONTROL DATA ERROR HAS BEEN 

DETECTED.

  조절 정보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D

DISCONNECT USB CABLE.

  한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전환할 때는 USB 연결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I

INCOMPATIBLE CARD.

PLEASE CHECK CARD.

  이 카드를 사용하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카드를 확인하십시오.

N

NO CARD

 삽입된 카드가 없습니다.

NOW ACCESSING.

PLEASE DO NOT REMOVE CARD.

  현재 카드에 액세스 중입니다.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R

REC STOPPED.

NOW WRITING.

  비디오 촬영이 중지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카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REPAIR CLIP?

 지금 클립을 복구하시겠습니까?

■

■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기본 경고 표시

LCD 모니터 또는 뷰파인더에 표시되는 주요 경고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표시가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면, 표시된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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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계속)

S

SD CARD FORMAT?

YES  NO

  지금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시겠습니까? 

예/아니오

SET DATE AND TIME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T

THE CLIP IS PROTECTED.  

PLEASE CANCEL PROTECTION.

  클립이 보호되어 있습니다. 보호를 취소하십시

오.

THE RECORDING IS STOPPED

(OVER THE LIMITATION)

  촬영이 정지됩니다. (12시간 동안 연속 촬영)

THE TC MODE IS CHANGED TO "NDF"

 TC MODE 설정으로 NDF가 선택되었습니다.

THIS BATTERY CANNOT BE USED.

  이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ARD CANNOT RECORD IN VIDEO 

MODE.

 비디오 촬영에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UMBNAIL DATA ERROR IS DETECTED.

  섬네일 정보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U

UNABLE TO FORMAT.

  카드를 포맷할 수 없습니다.

W

WRITE PROTECT

  카드가 쓰기 방지되어 있습니다. 

■

■

■

■

오류 표시

카메라 또는 SD 메모리 카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전원을 껐다 켜도 문제

가 해결되지 않으면, 표시된 지침에 따라 카드를 

교체하거나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C

CANNOT RECORD

  촬영 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 표시됩니다.

R

REC WARNING

  촬영 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 표시됩니다. 촬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면 구입

처에 문의하십시오.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면 전원을 끄십시오.

촬영을 다시 시작한 후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

면 다른 카드를 넣으십시오.

•
•

S

SYSTEM ERROR 

TURN POWER OFF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표시됩니다. 전

원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클립을 삭제할 때와 같이 SD 메모리 카드에 

액세스할 때 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SD 

메모리 카드가 손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새 SD 메모리 카드로 교체하십시오.

SD 메모리 카드를 복구할 때 이 오류가 표시

되면, AVCCAM Restorer 콘텐츠 복구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33페이지)

•

•

W

WARNING

  카메라 자체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표시됩니

다. 촬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FOCUS NG(초점 작동 오류)

 PSD NG(지터 감지 오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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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항목 설정

설정 메뉴 DISPLAY SETUP 화면의 OTHER DISPLAY를 구성하거나 DISP/MODE CHK 버튼을 

눌러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다음 항목을 표시합니다. (94페이지)

표시

MODE CHK

(DISP/MODE CHK 

버튼을 길게 누름)

DISPLAY

OTHER DISPLAY 설정

ALL PARTIAL OFF

1 타임 코드 표시 ― ― ― ―

2 미디어 정보 표시 ― ― ―

3 미디어 용량 표시 ― ― ―

4  AUTO/MANUAL 스위치 작동 표시 x

5 디지털 줌 배율 표시 x

6 촬영 형식 표시 x x

7 정보 표시 ― ― ― ― ―

8 EXPANDED 표시 ― ― ― ― ―

9  마이크 레벨 자동 조절 표시 x x

11 타임스탬프 표시 ∗4 ― ― ―

12 날짜 및 시간 표시 ∗4 ― ― ―

13 프레임 비율 표시 ∗1 x x

14 셔터 속도 표시 x

15 오디오 레벨 미터 표시 ― ― ―

16 자동 조리개 조절 표시 x

17 조리개 표시 x

18 줌 위치 표시 ― ― ―

19 초점 조절 정보 표시 ― ― ―

21 ND 필터 표시 x x

22 게인 표시 ∗2 x

23 AWB 정보 표시 ∗3 x

24 마커 표시 ― ― ― ― ―

25 광학 이미지 흔들림 방지 기능 표시 x

26 장면 파일 이름 표시 x x

27 배터리 잔량 표시 ― ― ―

29 대기 모드 표시 ― ― ― ― ―

31 모니터 오디오 레벨 표시 ― ― ― ― ―

 : 표시됨

 x : 표시되지 않음

― : 다른 설정에 따라 표시됨

DISP/MODE CHK 버튼을 길게 누르면 MODE CHECK 영역에  표시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DISP/MODE CHK 버튼을 누르면 DISPLAY 영역에  표시의 항목이 나타납니다.
∗1	프레임 속도가 60i로 설정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2 0 dB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사전 설정 3.2K 및 5.6K만 표시됩니다.
∗4  타임스탬프 표시와 날짜/시간 표시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DISP/MODE CHK 버튼을 누르더라도 사

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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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사용

설정 메뉴를 사용하여 촬영 중인 장면이나 촬영 대

상에 적합하게 설정을 변경합니다.

조작  
레버

MENU 버튼
MENU

PUSH-ENTER

AUDIO MON/ADV

EXEC

메뉴 사용

회색 문자로 표시된 메뉴 항목의 설정은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1 기기가 재생 또는 촬영 모드 이외의 모드에 있

을 때는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다음이 표시됩니다.

CAM 모드(예)

PB 모드(예)

2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노란색 커

서를 설정하고자 하는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3 조작 레버를 눌러(또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설정 항목을 표시합니다.

예:

4 조작 레버를   방향으로 기울여서 노란색 커

서를 설정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예:

5 조작 레버를 눌러(또는  방향으로 기울여서) 

항목을 설정합니다. 

값이나 다른 매개 변수를 변경하려면 조작 레버

를   방향으로 기울입니다.

예:

이전 메뉴로 돌아가려면 조작 레버를  방향

으로 기울입니다.

6 다른 항목을 변경하려면	4	~	5	단계를 반복합

니다.

설정을 마치고 일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MENU 버튼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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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설정을 변경하려면 2	~	5단계를 반복합

니다.

설정을 마치고 일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MENU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설정 초기화

메뉴 설정에는 사용자 파일 설정과 장면 파일 설정

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둘을 개별적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파일(즉, 장면 파일 설정 이외의 모든 설

정)을 초기화하려면

USER FILE 화면의 LOAD/SAVE/INIT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파일의 현재 메

뉴 설정이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장면 파일을 초기화하려면

6 장면 파일 중 초기화할 장면 파일을 장면 다이

얼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SCENE FILE 화면, 

LOAD/SAVE/INIT에서 INITIALIZE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장면 파일의 설정만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장면 파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 파일과 장면 파일을 동시에 초기화하려

면, OTHER FUNCTIONS 화면에서 MENU INIT 

항목에 대해 YES를 선택하여 사용자 파일과 6개

의 장면 파일 모두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되

돌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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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구조

카메라 모드 메뉴

CAM MENU
SCENE FILE CARD READ/WRITE
(86페이지) LOAD/SAVE/INIT

SYNCRO SCAN
DETAIL LEVEL

SW MODE MID GAIN V DETAIL LEVEL
(88페이지) HIGH GAIN DETAIL CORING

ATW CHROMA LEVEL
HANDLE ZOOM CHROMA PHASE
IRIS DIAL COLOR TEMP Ach
USER1 COLOR TEMP Bch
USER2 MASTER PED
USER3 A.IRIS LEVEL
FOCUS ASSIST DRS
WFM GAMMA
LCD KNEE

MATRIX
SKIN TONE DTL
NAME EDIT

AUTO SW A.IRIS
(90페이지) AGC

ATW
RECORDING SETUP REC FORMAT AF
(91페이지) PREREC MODE

TIME STAMP
TC/UB SETUP TC MODE MIC ALC
(92페이지) TCG MIC GAIN1

TC PRESET MIC GAIN2
UB PRESET
EXT TC LINK

AV OUT SETUP HDMI OUT SEL
(93페이지) CMPNT OUT SEL

DOWNCON MODE
DISPLAY SETUP ZEBRA DETECT1 VIDEO SETUP
(94페이지) ZEBRA DETECT2 AUDIO OUT

MARKER HP MODE
CARD FUNCTIONS CARD FORMAT SAFETY ZONE
(96페이지) CARD STATUS REC COUNTER

VIDEO OUT OSD
USER FILE CARD READ/WRITE DATE/TIME
(96페이지) LOAD/SAVE/INIT LEVEL METER

ZOOM & FOCUS
META DATA CARD READ CARD & BATTERY
(96페이지) RECORD OTHER DISPLAY

USER CLIP NAME LCD BACKLIGHT
CLIP COUNT RESET LCD SET
META DATA PROP EVF SET
META INITIAL SET SELF SHOOT

EVF COLOR
OTHER FUNCTIONS IR REMOTE
(98페이지) REC LAMP

BEEP SOUND
CLOCK SET
TIME ZONE
POWER SAVE
SYSTEM INFO
MENU INIT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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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모드 메뉴

PB MENU
PLAY SETUP PB FORMAT
(97페이지) REPEAT PLAY

RESUME PLAY
SKIP MODE

THUMBNAIL SETUP THUMBNAIL MODE
(97페이지) INDICATOR

DATA DISPLAY
DATE FORMAT

OPERATION DELETE
(98페이지) INDEX

CLIP PROTECT

SW MODE USER1
(88페이지) USER2

USER3
LCD

AV OUT SETUP HDMI OUT SEL
(93페이지) CMPNT OUT SEL

DOWNCON MODE
VIDEO SETUP
AUDIO OUT

DISPLAY SETUP VIDEO OUT OSD
(94페이지) DATE/TIME

LEVEL METER
CARD & BATTERY
OTHER DISPLAY
LCD BACKLIGHT
LCD SET
EVF SET
EVF COLOR

CARD FUNCTIONS CARD FORMAT
(96페이지) CARD STATUS

CLIP PROPERTY

USER FILE CARD READ/WRITE
(96페이지) LOAD/SAVE/INIT

OTHER FUNCTIONS IR REMOTE
(98페이지) CLOCK SET

TIME ZONE
SYSTEM INFO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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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목록

SCENE FILE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CARD READ/

WRITE

(카메라) SD 메모리 카드에서 장면 파일을 읽고 씁니다.

READ:  설정 값이 선택된 후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장면 파일(모든 장면, 

F1 ~ F6)을 읽습니다.

WRITE:  SD 메모리 카드에 현재 장면 파일 설정 값(모든 장면: F1 ~ F6)을 저장

합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LOAD/SAVE/

INIT

(카메라) LOAD: 이 카메라로 저장된 장면 파일 설정을 로드합니다.

SAVE: 변경된 장면 파일 설정을 저장합니다.

INITIALIZE:  SCENE FILE 다이얼로 선택된 장면 파일의 설정이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SYNCRO 

SCAN

(카메라) TV 화면의 이미지 등을 촬영할 때 사용되는 동기화 스캔 셔터 속도를 조정합니

다.

조작 레버를  또는  방향으로 길게 누르면 값이 더 빠르게 변경됩니다.

60P/60i:

  1/60.0…1/249.8 (출하 시 기본 설정은 1/48.0입니다.)

30P:

  1/30.0…1/48.0…1/249.8

24P:

  1/24.0…1/48.0…1/249.8

•

•

•

DETAIL LEVEL (카메라) 이미지 윤곽 보정의 레벨을 조정합니다(가로 및 세로 방향).

- 7…0…+ 7

V DETAIL 

LEVEL

(카메라) 윤곽 보정 레벨을 세로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 7…0…+ 7

DETAIL 

CORING

(카메라) 디테일 신호의 노이즈 감소 레벨을 조정합니다.

- 7…0…+ 7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하려면 -로 설정합니다. 노이즈가 조금 늘어납니다.

노이즈를 줄이려면 +로 설정합니다.

CHROMA 

LEVEL

(카메라) 채도 레벨을 조정합니다.

- 7…0…+ 7

CHROMA 

PHASE

(카메라) 크로마 위상을 세부 조정합니다.

- 7…0…+ 7

COLOR TEMP 

Ach

(카메라) 색 온도를 세부 조정합니다(화이트 밸런스 Ach 조정 후).

- 7…0…+ 7

COLOR TEMP 

Bch

(카메라) 색 온도를 세부 조정합니다(화이트 밸런스 Bch 조정 후).

- 7…0…+ 7

MASTER PED (카메라) 마스터 페데스탈(이미지의 검정 레벨)을 이미지의 기준으로 조정합니다.

- 100…0…+ 100

A.IRIS LEVEL (카메라) 원하는 AUTO IRIS 레벨을 설정합니다.

- 10…0…+ 10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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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FILE 화면(계속)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DRS (카메라) DRS(dynamic range stretcher) 기능을 선택합니다.

일반 촬영 중 과다 노출이 발생하는 밝은 부분의 비디오 신호 레벨을 압축하여 다

이내믹 레인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OFF, 1, 2, 3

설정의 수가 높을수록 밝은 부분의 압축 레벨이 높아집니다.

설정 수가 높을수록 어두운 부분의 간섭이 커집니다.

60i/60P 이외의 설정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회색으로 표시됨). 

•
•
•

GAMMA (카메라) 감마 곡선을 선택합니다.

HD NORM: 이 감마 설정은 HD 촬영에 적합합니다.

LOW:   낮은 밝기 곡선에서 완만한 경사를 가지는 감마 곡선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듭니다. 콘트라스트는 선명해집니다.

SD NORM:  DVX100 시리즈에서 수행되는 일반적인 비디오 설정입니다.

HIGH:   어두운 부분의 톤을 확장하고 낮은 밝기 곡선에서 가파른 경사를 가지

는 감마 곡선을 사용하여 더 밝은 이미지를 만듭니다. 콘트라스트가 

부드러워집니다.

B.PRESS:  콘트라스트를 LOW보다 선명하게 합니다.

CINE-LIKE D: 영화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설계된 감마를 사용합니다.

CINE-LIKE V:  콘트라스트가 강조된 영화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도록 설계된 감마

를 사용합니다.

CINE-LIKE 감마를 선택한 경우에는 최적의 결과를 위해, 일반 이미지 레벨보

다 낮은 렌즈 조리개(약 1/2)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KNEE (카메라) 과다 노출을 방지하려면 CCD를 통해 들어오는 고밀도 비디오 신호의 압축 레벨

(knee 포인트)을 선택합니다.

AUTO: 수신되는 신호에 따라 레벨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LOW: 낮음 설정(압축이 약 80%에서 시작됩니다.)

MID: 중간 설정(압축이 약 90%에서 시작됩니다.)

HIGH: 높음 설정(압축이 약 100%에서 시작됩니다.)

DRS 값이 설정되었거나 GAMMA가 CINE-LIKE로 설정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MATRIX (카메라) 촬영 중 원하는 색상 표현에 적합한 MATRIX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NORM1: 실외 또는 할로겐 램프 아래에서 촬영할 때 적합합니다.

NORM2:NORM1 모드보다 밝은 색상에 적합합니다.

FLUO: 형광등 조명 실내에서 촬영할 때 적합합니다.

CINE-LIKE: 영화 느낌의 이미지에 적합합니다.

SKIN TONE 

DTL

(카메라) 피부 톤 디테일을 켜거나 끕니다. 스킨 톤 디테일을 줄이고 스킨 톤을 부드럽게 

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ON  OFF

NAME EDIT (카메라) SCENE FILE 다이얼로 선택한 장면 파일의 이름을 편집합니다.

YES NO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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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목록(계속)

SW MODE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MID GAIN (카메라) GAIN 스위치의 M 위치에 할당된 게인 값을 설정합니다.

0dB, 3dB, 6dB, 9dB, 12dB

HIGH GAIN (카메라) GAIN 스위치의 H 위치에 할당된 게인 값을 설정합니다.

0dB, 3dB, 6dB, 9dB, 12dB

ATW (카메라) WHITE BAL 스위치에 할당된 ATW(Auto Tracking White) 기능의 작동을 설정

합니다. ATW 기능이 AUTO/MANUAL 스위치 또는 USER 버튼에 할당되어 있으

면 작동이 계속 유효합니다.

Ach:  WHITE BAL 스위치가 A로 설정되었을 때 ATW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Bch:  WHITE BAL 스위치가 B로 설정되었을 때 ATW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PRST:  WHITE BAL 스위치가 PRST로 설정되었을 때 ATW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OFF: ATW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HANDLE 

ZOOM

(카메라) HANDLE ZOOM 스위치의 각 설정 위치에 할당되는 줌 속도를 설정합니다.

L/OFF/H:  LOW(저속)/OFF/HIGH(고속)를 1/2/3 위치로 설정합니다. 

(OFF로 설정하면 줌이 비활성화됩니다.)

L/M/H:   LOW(저속)/MID(중속)/HIGH(고속)를 1/2/3 위치로 설정합니다.

L/OFF/M:  LOW(저속)/OFF/MID(중속)를 1/2/3 위치로 설정합니다.  

(OFF로 설정하면 줌이 비활성화됩니다.)

IRIS DIAL (카메라) IRIS 다이얼의 회전 방향 및 조리개 조절을 설정합니다. (MANUAL IRIS 모드에

서)

DOWN OPEN: IRIS 다이얼을 아래로 돌리면 조리개가 열립니다.

UP OPEN: IRIS 다이얼을 위로 돌리면 조리개가 열립니다.

USER1 (카메라)

(PB)

USER1 버튼에 할당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SPOTLIGHT:  스폿라이트에 대한 자동 조리개 조절을 켜거나 끕니다.

BACKLIGHT: 역광 보정에 대한 자동 조리개 조절입니다.  (43페이지)

BLACKFADE: 블랙페이드(43페이지)

WHITEFADE: 화이트페이드(43페이지)

ATW:  ATW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ATW LOCK:  ATW 도중 버튼을 누르면 화이트 밸런스 값을 고정합니다. ATW를 

수행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GAIN:18dB:

게인 값을 18 dB로 설정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이 설정은 60i 및 60P 촬영 형

식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저속 셔터 모드(1/15)가 설정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

습니다.

게인 값을 18 dB로 전환하거나 18 dB에서 다른 값으로 전환하면 이미지가 일

시적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기기를 MANUAL 모드 또는 AUTO 모드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

려면 설정 메뉴의 AUTO SW 화면에서 AGC 항목을 OFF로 설정하십시오.

D.ZOOM:  DIGITAL ZOOM 기능의 배율을 변경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배율이 다음 순서로 변경됩니다.   

OFF (x1) → x2 → x5 → x10 → OFF (x1). (34페이지)

INDEX:  인덱스 기록(45페이지)

SHOT MARK: 장면 표시 기록(45페이지)

LAST CLIP: 마지막으로 기록된 클립을 삭제합니다. (45페이지)

촬영 후에는 PB나 PC 모드로 전환하거나, 촬영 형식을 변경하거나, 카메라를 

끄는 방법으로 클립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

•

USER2 (카메라)

(PB)

USER2 버튼에 기능을 할당합니다.

설정 내용은 USER1과 동일합니다.

BACKLIGHT

USER3 (카메라)

(PB)

USER3 버튼에 기능을 할당합니다.

설정 내용은 USER1과 동일합니다.

INDEX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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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MODE 화면(계속)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FOCUS 

ASSIST

(카메라) FOCUS ASSIST 버튼에 기능을 할당합니다.

EXPANDED:  화면 가운데 부분은 세로 방향으로 약 4의 계수로 확대되며 가로 방

향으로 약 6의 계수로 확대됩니다. 

확장 표시 동안에는 화면에 “EXPANDED”가 표시됩니다.

GRAPH:  뷰파인더 및 LCD 모니터 오른쪽 위에 주파수 분포 그래프를 표시합니

다.

BOTH:  이미지 가운데 부분을 확대하고 주파수 분포 그래프를 표시합니다.

    (주파수 분포 그래프는 뷰파인더 또는 LCD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WFM (카메라) WFM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파형 표시를 전환합니다.

WAVE:   파형으로 표시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이 다음 순서로 변

경됩니다. OFF → WAVE(파형) → OFF. 

VECTOR:  벡터로 표시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이 다음 순서로 변경

됩니다. OFF → VECTOR → OFF. 

WAVE/VECTOR: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이 다음 순서로 변경됩니다.  

OFF → WAVE(파형) → VECTOR → OFF. 

LCD (카메라)

(PB)

LCD 버튼에 기능을 할당합니다.

LCD REV: LCD 이미지를 가로 및 세로로 뒤집습니다.

LCD BL:  LCD 백라이트의 밝기를 전환합니다.

LCD BL에 등록된 백라이트 밝기 설정은 LCD 버튼에 할당된 기능이 변경

되더라도 계속 저장됩니다.

•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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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메뉴 목록(계속)

AUTO SW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A.IRIS (카메라) ON:   자동 모드에서 오디오 조리개 조절을 수행합니다. IRIS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OFF:  자동 모드에서 오디오 조리개 조절을 비활성화합니다. IRIS 버튼으로 선

택된 조리개 조절을 수행합니다.

AGC (카메라) A.IRIS에서 ON을 선택한 경우 Auto Gain Control을 설정합니다.

6dB:  자동 모드에서 Auto Gain Control(최대 6 dB)을 수행합니다.

12dB: 자동 모드에서 Auto Gain Control(최대 12 dB)을 수행합니다.

OFF:  자동 모드에서 Auto Gain Control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GAIN 스위치

로 선택된 게인의 조절을 초기화합니다.

ATW (카메라) ON:   자동 모드에서 ATW(Auto Tracing White Balance) 기능을 수행합

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WHITE BAL 스위치나 USER 버튼으로 ATW 

기능의 ON/OFF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USER 버튼에 ATW 

LOCK이 할당된 경우에는 USER 버튼으로 화이트 밸런스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FF:  자동 모드에서 ATW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WHITE BAL 스위치로 

선택된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수행합니다.

AF (카메라) ON:   자동 모드에서 자동 초점 맞추기를 수행합니다. 이것을 선택한 경우에

는 FOCUS 스위치와 PUSH AUTO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FF:  자동 모드에서 자동 초점 맞추기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FOCUS 스위치 

또는 PUSH AUTO 버튼으로 선택된 초점 맞추기를 수행합니다.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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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 SETUP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REC FORMAT (카메라) 레코딩 형식을 선택합니다.

PH 1080/60i

PH 1080/30P

PH 1080/24P

PH 720/60P

PH 720/30P

PH 720/24P

HA 1080/60i

HG 1080/60i

HE 1080/60i

PH 1080/24P 및 PH 720/24P는 기본 레코딩을 나타냅니다.•
PREREC 

MODE

(카메라) PRE RECORDING을 ON 또는 OFF로 설정합니다. (42페이지)

ON  OFF

TIME STAMP (카메라) 촬영된 이미지에 날짜 및 시간 정보를 겹칠 것인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ON:  이미지에 날짜 및 시간 정보를 겹칩니다.

OFF: 이미지에 날짜 및 시간 정보를 겹치지 않습니다.

MIC ALC (카메라) 마이크 레벨 자동 제어를 ON 또는 OFF로 설정합니다. (49페이지)

ON  OFF

하이 입력 레벨에서 왜곡을 줄이려면 ON으로 설정합니다.

오디오 신호의 레코딩 레벨을 조정하려면(이 설정에 관계 없음) AUDIO 조절 노

브를 사용합니다.

MIC GAIN1 (카메라) INPUT 1 단자에 연결된 외부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48페이지)

-50dB -60dB

MIC GAIN2 (카메라) INPUT 2 단자에 연결된 외부 마이크의 입력 레벨을 설정합니다. (48페이지)

-50dB -60dB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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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목록(계속)

TC/UB SETUP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TC MODE (카메라) 내부 타임 코드 생성기의 타임 코드가 기록된 경우 내부 타임 코드 생성기의 보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DF:  드롭 프레임 모드를 사용합니다.

NDF: 비드롭 프레임 모드를 사용합니다.

레코딩 형식의 레코딩 프레임 비율을 24P로 설정하면 TC MODE가 자동으로 

NDF로 설정됩니다.

•

TCG (카메라) 내부 타임 코드 생성기를 진행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FREE RUN:  타임 코드가 작동 모드에 관계 없이 진행됩니다. 

프레임 비율이 24P로 설정된 경우에는 PB 모드로 전환할 때 약간

의 시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C RUN: 타임 코드가 촬영 시에만 진행됩니다.

TC PRESET (카메라) 초기 타임 코드를 설정합니다. 

YES  NO

레코딩 형식의 레코딩 프레임 비율을 24P로 설정한 경우에는 프레임 값을 0 또

는 4의 배수로 설정합니다. 다른 값을 설정하면 기록된 타임 코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

UB PRESET (카메라) 사용자 정보를 설정합니다. 

YES  NO

EXT TC LINK (카메라) 복수 카메라 촬영 중 초기 타임 코드를 동기화합니다. (슬레이브 카메라 타임 코

드가 마스터 내부 TCG 값에 동기화됩니다.) (55페이지)

MASTER: 모드를 마스터 모드로 설정합니다. 

SLAVE:  모드를 슬레이브 모드로 설정합니다.  

COUNTER - RESET/TC SET 버튼을 누르면 입력 타임 코드가 내부 

TCG로 동기화됩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마스터 및 슬레이브 모드는 이 메뉴가 열려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메뉴를 닫으

면 EXT TC LINK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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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OUT SETUP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HDMI OUT SEL (카메라)

(PB)

HDMI OUT 단자의 출력 비디오 형식을 설정합니다. 

AUTO:  연결된 모니터의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 해상도를 결정합니다. 

FIX:   출력을 레코딩된 해상도로 고정합니다.  

(1080 인터레이스 또는 720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출력)

480P: 480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출력합니다. 

HDMI 및 컴포넌트 동시 출력은 FIX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항목을 FIX 이외의 값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HDMI 케이블로 연결한 경우 

VIDEO OUT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
•

CMPNT OUT 

SEL

(카메라)

(PB)

컴포넌트 단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AUTO: D4 단자로 모니터(720P/1080i 출력)

1080i: D3 단자로 모니터(1080i 출력)

480i:  D1 단자로 모니터(480i 출력)

크로스-변환은 720P로 레코딩된 콘텐츠를 1080i로 출력할 때만 수행됩니다. 

다른 경우에는 크로스-변환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

DOWNCON 

MODE

(카메라)

(PB)

다운-변환 출력 모드를 전환합니다.

SIDE CROP: 이미지의 오른쪽 및 왼쪽 가장자리를 4:3 화면 비로 자릅니다.

VIDEO OUT 단자에서 출력할 때 또는 COMPNT OUT SEL 항목이 480i로 설

정된 경우 COMPONENT OUT 단자에서 출력할 때는 이미지가 화면 경계 바깥

으로 확장되어 일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ETTER BOX:  16:9 이미지를 4:3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 이미지의 위아래에 검은

색 띠를 추가합니다.

SQUEEZE: 4:3 화면에 표시할 때 16:9 이미지를 가로 방향으로 압축합니다.

•

VIDEO SETUP (카메라)

(PB)

비디오 신호의 설정 레벨을 설정합니다.

0%:   VIDEO OUT 단자 출력 및 레코딩 설정 레벨이 모두 0%로 설정됩니다.

7.5% A:  VIDEO OUT 단자 출력 설정 레벨이 7.5%로 설정되고 레코딩 설정 레

벨은 0%로 설정됩니다.

AUDIO OUT (카메라)

(PB)

오디오 신호를 AUDIO OUT 핀 잭의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CH1/CH2: CH1 단자 = CH1 신호, CH2 단자 = CH2 신호

CH1:  CH1 단자 = CH1 신호, CH2 단자 = CH1 신호

CH2:  CH1 단자 = CH2 신호, CH2 단자 = CH2 신호

SD 메모리 카드에 다른 장비에서 레코딩된 5.1 채널 콘텐츠가 들어 있는 경우, 

카메라에서 이를 재생하면 AUDIO OUT이나 헤드폰 단자를 통해 출력될 때 2 

채널로 다운믹스됩니다. 

•

HP MODE (카메라) 헤드폰을 통해 들리는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LIVE:   마이크에서 입력된 사운드는 그대로 출력됩니다. 사운드의 지연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 설정을 선택합니다.

RECORDING:  레코딩될 상태의 사운드(이미지와 동기화된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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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목록(계속)

DISPLAY SETUP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ZEBRA 

DETECT1

(카메라) 화면에서 왼쪽으로 경사진 제브라 패턴의 밝기 레벨을 선택합니다.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ZEBRA 

DETECT2

(카메라)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경사진 제브라 패턴의 밝기 레벨을 선택합니다.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OFF

OFF를 선택하면 제브라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MARKER (카메라) 마커를 표시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42페이지)

ON  OFF

마커를 표시하려면 ZEBRA 버튼을 누릅니다.

SAFETY ZONE (카메라) SAFETY ZONE을 설정합니다. (78페이지)

90%, 4:3, OFF

REC COUNTER (카메라) 촬영 중 카운터 작업을 선택합니다.

TOTAL:  카운터는 RESET/TC SET 버튼을 눌러 재설정할 때까지 계속 증가합니

다. 

CLIP:  촬영을 시작할 때 카운터를 재설정하고 각 촬영 세션의 시간을 카운트합

니다.

PB 모드에서는 항상 CLIP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
VIDEO OUT 

OSD

(카메라)

(PB)

화면에 표시된 정보를 VIDEO OUT 잭의 신호와 함께 출력하려면 ON을 선택합

니다.

ON  OFF

DATE/TIME (카메라)

(PB)

화면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지 여부와 VIDEO OUT 잭에서 출력할지 여부를 설

정합니다.

TIME: 시간이 표시됩니다.

DATE: 날짜가 표시됩니다.

TIME & DATE: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OFF: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LEVEL METER (카메라)

(PB)

오디오 레벨 미터를 표시하려면 ON을 선택합니다.

ON  OFF

ZOOM & 

FOCUS

(카메라) 줌 및 초점 값의 단위를 선택합니다.

OFF, NUMBER, mm/feet, mm/m

mm/feet 또는 mm/m 표시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이드로만 사

용하십시오.

•

CARD & 

BATTERY

(카메라)

(PB)

SD 메모리 카드의 남은 촬영 용량과 배터리 잔량을 표시하려면 ON을 선택합니

다.

ON  OFF

OTHER 

DISPLAY

(카메라)

(PB)

뷰파인더와 LCD 모니터에 표시할 정보의 양을 선택합니다. (81페이지)

PARTIAL, ALL, OFF

LCD 

BACKLIGHT

(카메라)

(PB)

LCD 모니터의 백라이트를 조정합니다. 백라이트를 더 밝게 하려면 HIGH를 선

택합니다.

LOW, NORMAL, HIGH

LCD SET (카메라)

(PB)

LCD 모니터의 이미지 표시 레벨을 조정합니다. (26페이지)

LCD COLOR LEVEL

LCD BRIGHTNESS

LCD CONTRAST

EVF SET (카메라)

(PB)

뷰파인더의 이미지 표시 레벨을 조정합니다. (26페이지)

EVF COLOR LEVEL

EVF BRIGHTNESS

EVF CONTRAST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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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SELF SHOOT (카메라) 셀프 카메라 촬영을 위한 LCD 미러 모드를 선택합니다. MIRROR를 선택하면 셀

프 카메라 촬영 중 LCD 모니터 이미지의 왼쪽과 오른쪽이 반전되어 표시됩니다. 

(41페이지)

NORMAL, MIRROR

EVF COLOR (카메라)

(PB)

뷰파인더 이미지를 컬러나 흑백으로 전환합니다.

ON:  컬러

OFF: 흑백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DISPLAY SETUP 화면(계속)



��

설정 메뉴 목록(계속)

CARD FUNCTIONS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CARD 

FORMAT

(카메라)

(PB)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합니다. 

YES: 카드를 포맷합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ARD STATUS (카메라)

(PB)

SD 메모리 카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YES: 카드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LIP 

PROPERTY

(PB) 선택된 클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YES: 클립 정보를 표시합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USER FILE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CARD READ/

WRITE

(카메라)

(PB)

네 개의 사용자 파일 설정을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으며 저장된 파일에 

제목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READ: 읽기

WRITE: 쓰기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LOAD/SAVE/

INIT

(카메라)

(PB)

LOAD: 이전에 저장된 사용자 파일에서 설정을 로드합니다.

SAVE: 업데이트된 사용자 파일 설정을 저장합니다.

INITIALIZE: 사용자 파일의 사용자 설정을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LOAD 또는 INITIALIZE 작업 후에는 POWER 스위치를 꺼다 다시 켜서 새 설

정을 적용합니다.

INITIALIZE 조작은 TIME ZONE 설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99페이지)

•

•

META DATA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CARD READ (카메라) SD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기기로 로드합니다.

YES  NO

SD 메모리 카드에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NO FILE”이 표시

됩니다.

•

RECORD (카메라) 기기로 로딩할 메타데이터를 SD 메모리 카드에 동시에 기록할지 여부를 설정합

니다.

ON:  동시에 기록합니다.

OFF: 동시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USER CLIP 

NAME

(카메라) USER CLIP NAME 기록 방법을 선택합니다.

TYPE1:  업로드된 메타데이터나 데이터가 없을 경우 사용자 클립 이름은 CLIP 

NAME과 동일합니다.

TYPE2:  데이터와 COUNT 값의 조합이 업로드되지 않았거나 업로드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사용자 클립 이름은 CLIP NAME과 동일합니다.

CLIP COUNT 

RESET

(카메라) COUNT 값을 1로 재설정합니다. 

YES  NO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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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META DATA 

PROP

(카메라) 기기에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표시합니다.

YES  NO

META INITIAL 

SET

(카메라) 기기에 기록된 메타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RECORD에 대한 ON 또는 OFF 설

정을 포함한 모든 설정이 지워집니다.

YES  NO

PLAY SETUP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PB FORMAT (PB) 재생 형식을 설정합니다.

1080/60i (30P), 1080/24P, 720/60P(30P), 720/24P

PB 모드로 전송하기 전 CAM 모드의 REC FORMAT 설정이 PB FORMAT의 

초기 설정이 됩니다.

•

REPEAT PLAY (PB) ON  OFF

ON으로 설정하면 지원되는 클립이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RESUME PLAY (PB) ON  OFF

ON으로 설정하면 클립 재생이 정지된 비디오 위치에서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SKIP MODE (PB) 일시 정지 후 큐 지정된 재생의 시작 위치를 선택합니다. 

CLIP: 이전 클립의 시작 부분에서 재생을 정지합니다. 

CLIP & INDEX: 클립 및 INDEX의 시작 부분에서 정지합니다. 

THUMBNAIL SETUP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THUMBNAIL 

MODE

(PB) 섬네일 표시 방법을 선택합니다.

ALL:   모든 클립을 표시합니다.

SAME FORMAT: 같은 촬영 형식의 클립을 표시합니다.

MARKER:   장면 표시가 있는 클립을 표시합니다.

INDEX:   인덱스가 있는 클립을 표시합니다.

INDICATOR (PB) 표시기를 표시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ON:  표시됨

OFF: 표시되지 않음

DATA 

DISPLAY

(PB) 클립의 시간 표시에 표시되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TC:  타임 코드

UB:  사용자 정보

TIME: 촬영 시간

DATE: 촬영 날짜

DATE & TIME:촬영 날짜와 시간

DATE FORMAT (PB) DATE DISPLAY가 DATE 또는 DATE & TIME으로 설정되었을 때 촬영 날짜/시

간의 표시 순서를 선택합니다.

Y-M-D: 년/월/일

M-D-Y: 월/일/년

D-M-Y: 일/월/년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META DATA 화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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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목록(계속)

OPERATION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DELETE (PB) 클립을 삭제합니다. 

ALL CLIPS: 모든 클립을 삭제합니다. 

SELECT:  선택한 클립만 삭제합니다. 클립을 삭제하려면 EXEC 버튼을 누릅

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LIP PROTECT가 지정된 클립을 삭제되지 않습니다. •
INDEX (PB) 클립에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YES: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LIP 

PROTECT

(PB) 우발적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클립을 보호합니다. 

YES: 클립 보호를 활성화하거나 보호를 취소합니다. 

NO:  마지막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면(32페이지) 보호된 클립도 모두 삭제됩니다.•

OTHER FUNCTIONS 화면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IR REMOTE (카메라)

(PB)

제공된 리모콘의 작동을 설정합니다.  

ON:   리모콘의 명령을 허용합니다. 

ᆞ 기기 근처에서 같은 유형의 리모콘을 사용하면, 기기가 다른 리모콘의  

명령을 수신하여(예를 들어 촬영 도중) 예기치 않게 작동할 수 있습

니다.

OFF: 리모콘으로부터의 작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REC LAMP (카메라) 탈리 램프의 점등을 설정합니다.

FRONT: 전면 탈리 램프(마이크 쪽)를 켭니다.

REAR: 후면 탈리 램프(뷰파인더 쪽)를 켭니다.

BOTH: 두 탈리 램프를 모두 켭니다.

OFF: 탈리 램프가 켜지지 않습니다.

BEEP SOUND (카메라) 신호음을 ON 또는 OFF로 설정합니다.

ON  OFF

ON을 선택할 경우, SD 메모리 카드의 메모리가 촬영 중 모두 사용되면 신호음이  

울립니다.

신호음이 울릴 경우, 신호음이 출력되기 전에 출력 커넥터의 오디오 신호가 음소

거됩니다.

CLOCK SET (카메라)

(PB)

카메라-레코더의 달력을 설정합니다.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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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FUNCTIONS 화면(계속)

항목 표시 모드 설정 설명

TIME ZONE (카메라)

(PB)

-12:00 ~ +13:00의 시간 값을 30분 단위로 GMT에서 빼거나 더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00:00

시간 차이 지역 시간 차이 지역

+ 00:00 그리니치 - 00:30

- 01:00 아조레스 군도 - 01:30

- 02:00 중부-대서양 - 02:30

- 03:00 부에노스 아이레스 - 03:30 뉴펀들랜드 섬

- 04:00 핼러팩스 - 04:30

- 05:00 뉴욕 - 05:30

- 06:00 시카고 - 06:30

- 07:00 덴버 - 07:30

- 08:00 LA - 08:30

- 09:00 알라스카 - 09:30 마케사스 섬

- 10:00 하와이 - 10:30

- 11:00 미드웨이 섬 - 11:30

- 12:00 콰자레인 + 12:30

+ 13:00 + 11:30 노퍽 섬

+ 12:00 뉴질랜드 + 10:30 로드하워 섬

+ 11:00 솔로몬 섬 + 09:30 다윈

+ 10:00 괌 + 08:30

+ 09:00 도쿄 + 07:30

+ 08:00 베이징 + 06:30 양곤

+ 07:00 방콕 + 05:30 뭄바이

+ 06:00 다카 + 04:30 카불

+ 05:00 이슬라마바드 + 03:30 테헤란

+ 04:00 아부다비 + 02:30

+ 03:00 모스크바 + 01:30

+ 02:00 동유럽 + 00:30

+ 01:00 중앙유럽

POWER SAVE (카메라) CAM 모드에서 메모리 카드가 삽입된 상태에서 조작 레버, MENU, AUDIO 

MON/ADV, USER, START/STOP 또는 STAND BY 버튼을 약 5분 이상 조작하

지 않을 경우의 절전 모드를 선택합니다.

ON:  카메라-레코더의 전원이 OFF로 설정됩니다.

OFF: 카메라-레코더의 전원이 OFF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이 ON이더라도, SD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거나, 카메라-레코

더가 PB 모드 또는 PC 모드에 있거나, AC 어댑터가 연결된 경우에는 전원이 

OFF되지 않습니다.

•

SYSTEM INFO (카메라)

(PB)

카메라의 시스템 버전을 표시합니다.

MENU INIT (카메라) 메뉴 설정(장면 파일, 사용자 파일)을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TIME ZONE 설정은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OPERATION 

TIME

(카메라)

(PB)

작동 시간(5자리 숫자)을 표시합니다.

       은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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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전원 공급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배터리와 AC 어댑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을 다시 확인합니다.

• P20

명확한 이유 없이 전원이 꺼

집니다.

배터리가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레코더

를 5분 이상 촬영 일시 정지 모드에 두면 카메라-레코더가 자동으

로 꺼집니다. OTHER FUNCTIONS 화면, POWER SAVE의 설정

을 확인하십시오.

• P99

전원을 켜자마자 전원이 꺼

집니다.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가 깜박이거나 가 나타나면 배터리가 소진

된 것입니다.  

배터리를 재충전하거나, 방전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하십시오.

• P19

배터리
배터리가 빨리 소진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C 어댑터의 CHARGE 램프가 꺼질 때까지 충전하십시오.

배터리를 추운 곳에서 사용 중이십니까? 

배터리는 주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사용 시간

이 줄어듭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거의 끝났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

게 됩니다. 배터리에는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이는 배터리 사용 방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터리를 적절하게 충전한 경우에도 사용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수명이 거의 다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

•

P19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DC 코드가 연결되어 있으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코드를 분리하십시오.

• P18

배터리 잔량 표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배터리 잔량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하려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잔량이 없을 

때까지 사용한 다음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십시오. (배터리를 높은 

온도나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했거나 배터리를 여러 번 재충전

한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여전히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 -

촬영
촬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POWER 스위치가 ON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P22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없

습니다.

카메라가 수동 초점 모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초점 모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동 초점 모드에서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피사체가 있는 장면을 

촬영 중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동 초점 모드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음의 경우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 모두를 촬영할 때

지저분한 창을 통과하여 촬영할 때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피사체 주위에 반짝이거나 빛을 내는 물체가 있는 경우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콘트라스트가 부족한 장면을 촬영할 때

•

•

�
�
�
�
�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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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SD 메모리 카드를 올바르게 

넣어도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SD 메모리 카드의 쓰기 보호 스위치가 “LOCK” 위치에 있습니

까? 이 스위치가 “LOCK” 위치에 있으면 카드를 레코딩할 수 없

습니다.

SD 메모리 카드의 남은 용량이 매우 적습니까? 콘텐츠를 다른 미

디어에 저장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새 카드

를 사용하십시오.

SD 메모리 카드가 올바르게 포맷되었습니까? 또는 본 카메라와 호

환되지 않는 형식의 카드입니까? 카드를 본 카메라로 다시 포맷하

십시오.

8 MB ~ 16 MB SD 메모리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

P33

P32

P9

촬영이 정지됩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비디오 레코딩에 호환됩니까? 

항상 비디오 레코딩에 호환되는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 P9

편집
SD 메모리 카드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SD 메모리 카드가 올바르게 포맷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올바르게 포맷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기기에서 카드를 포맷하십

시오.

• P32

비선형 편집을 수행할 수 없

습니다.

컴퓨터와 연결 케이블의 사양을 확인하십시오.• P75

외부 장치로 더빙할 수 없습

니다.

외부 장치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P72

표시
타임 코드 표시에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클립을 역방향 저속 모드에서 재생할 때는 타임 코드 표시가 규칙

적인 카운트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

니다.

• -

재생
재생 버튼을 눌러도 재생할 

수 없습니다.

PB 램프가 켜지는지 확인합니다(모드 버튼 누름). 

이 램프가 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종류의 재생 작업도 수행할 수 없

습니다.

• P59

클립을 검토하거나 큐 지정할 

때 모자이크와 비슷한 노이즈

가 나타납니다.

이 노이즈는 디지털 비디오 기술의 고유 특성입니다. 이는 정상적

인 현상입니다.

• -

카메라-레코더를 올바르게 연

결해도 텔레비전에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의 입력 선택기가 비디오 입력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텔레비전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카메라-레코더에 적합

한 올바른 비디오 입력 커넥터를 선택하십시오.

• -

카메라-레코더의 스피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카메라-레코더의 볼륨을 너무 낮게 설정했을 수 있습니다. 

AUDIO MON/ADV 버튼 +를 사용하여 볼륨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 P70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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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연결
USB 연결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컴퓨터가 카메라를 인식하

지 못합니다.

운영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카메라의 작동 모드 설정이 올바릅니까? 카메라가 CAM 모드나 

PB 모드에 있으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PC 모드로 설정

하십시오.

컴퓨터에 여러 개의 USB 단자가 있는 경우 카메라를 다른 USB 단

자에 연결해 보십시오.

카메라의 전원을 껐다 켠 다음 USB 연결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십

시오.

•
•

•

•

P75

USB 연결 케이블을 분리하면 

컴퓨터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USB 연결 케이블을 안전하게 분리하려면 작업 트레이의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고 화면 안내에 따르십시오.

• -

기타
리모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리모콘의 배터리가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리모콘을 카메라-레코더의 리모콘 센서 근처에서 조작해도 작동하

지 않으면 배터리가 소진된 것입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설정 메뉴 OTHER FUNCTIONS 화면의 IR REMOTE 항목이 

OFF로 설정되었습니까?

•

•

P22

카메라-레코더를 앞뒤로 기울

이면 덜거덕 소리가 들립니다.

렌즈가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카메라의 전

원을 켜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 -

전원을 켜거나 PB 모드를 

CAM 모드로 전환할 때 딸깍 

소리가 들립니다.

카메라가 시작될 때 이 초기화 작업이 수행됩니다. 카메라 구조상 

나타나는 현상이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SD 메모리 카드 화면이 이상

하게 나타납니다.

카드의 데이터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정전기 및 전자기파로 

인해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데이터는 컴퓨터

나 다른 저장 미디어에 저장하십시오.

• -

포맷을 해도 SD 메모리 카드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또는 SD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본 카메라에는 항상 512 MB ~ 32 GB의 SD 메모리 

카드만 사용하십시오.

• -

SD 메모리 카드를 올바르게 

넣어도 카메라에서 인식이 되

지 않습니다.

삽입된 SD 메모리 카드가 컴퓨터에서 포맷되었습니까?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할 때는 항상 본 카메라를 사용하십시오. SD 메모리 카

드가 포맷되면 카드에 기록된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며 다시 복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 P32

SD 메모리 카드를 다른 장

치에 넣었을 때 인식되지 않

습니다.

사용 중인 SD 메모리 카드의 용량 또는 유형(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과 장치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P10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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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클립을 연속적으로 재생할 때는 클립 간의 전환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한 상황에서는 여러 클립을 연속적으로 재생할 때 비디오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레코딩 형식이 혼합된 경우

 레코딩 모드 = PH 모드

 재생 형식 = 1080/60i(30P)

촬영 형식
PH 1080/60i

촬영 형식
PH 1080/60i

촬영 형식
PH 1080/60i

재생이 매끄럽습니다. 클립의 형식이 다르므로 
재생되지 않습니다.

클립 전환 도중 비디오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촬영 형식
PH 720/60P

여러 촬영 모드가 혼합된 경우

 촬영 형식 = 1080/60i

 재생 형식 = 1080/60i(30P)

클립 전환 도중 비디오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HA 모드에서 HG 모드로, HG 모드에
서 HA 모드로 변경될 때 재생이 매끄
럽습니다.

촬영 형식
HA 1080/60i

촬영 형식
HG 1080/60i

촬영 형식
HE 1080/60i

촬영 형식
HA 1080/60i

촬영 형식  
PH 1080/60i

일부 클립이 PRE REC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된 경우

PRE REC 촬영 일반 촬영

클립 전환 도중 비디오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PRE REC 촬영된 클립이 정상 촬영
된 클립으로 변경될 때 재생이 매끄
럽습니다.

PRE REC 촬영일반 촬영

일부 클립의 촬영 시간이 3초 미만인 경우

촬영 시간이 3초 
초과

재생이 매끄럽습니다. 클립 전환 도중 비디오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촬영 시간이 3초 
초과

촬영 시간이 3초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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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주의 사항

비나 눈이 올 때 또는 해변가에서 사용할 때 카메

라-레코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사항을 주의하지 않으면 카메라-레코더나 카

드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복구할 수 없는 손상

으로 연결될 수 있음).

카메라-레코더를 자기장을 방출하는 장비(예를 들

어 TV나 비디오 게임기)에서 멀리 떨어뜨리십시오.

카메라-레코더를 TV의 위 또는 근처에서 사용

하면 TV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 때문에 이미지 

및/또는 사운드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나 대형 모터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자기

장은 촬영물을 손상시키거나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컴퓨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카

메라-레코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이미지 

및/또는 사운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레코더가 이러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제

품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제거하거나 전

원 콘센트에서 AC 어댑터를 분리하십시오. 그런 

다음 배터리를 다시 장착하거나 AC 어댑터를 다

시 연결하십시오. 그런 후 카메라-레코더를 다

시 켜십시오.

무선 송수신기 또는 고압 장비 근처에서 카메라-레

코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선 송수신기 또는 고압 장비 근처에서 카메라 

-레코더를 사용하면 촬영된 이미지 및/또는 사운

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변가 및 기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때 카메라 

-레코더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모래와 먼지로 인해 카메라-레코더 또는 카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넣거나 뺄 때 특히 

주의하십시오.)

AC 어댑터 및 배터리

배터리 온도가 정상일 때도 CHARGE 램프가 계

속 깜박이는 경우는, 배터리나 AC 어댑터가 문

제가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 문의하

십시오.

온도가 올라가면 배터리는 더 이상 충전되지 않

습니다.

AC 어댑터는 무선 수신과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

므로 라디오를 최소 1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두

십시오.

AC 어댑터를 사용 중일 때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입니다.

•

•

•

•

•

•

•

•

•

•

•

이동 시 카메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카메라가 손상되고 작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운반 시 핸드 스트랩이나 숄더 스트랩을 사용하

고 카메라를 주의하여 취급하십시오.

카메라에 살충제 스프레이 또는 기타 휘발성 물질

을 분무하지 마십시오.

카메라가 변형되거나 마감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레코더가 고무 또는 PVC 제품에 오래 닿

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배터리를 꺼내고 AC 전원 공급 코드

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 특성

본 카메라-레코더는 내부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

용합니다. 이 반응은 주변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배터리

의 작동 가능 시간이 줄어듭니다. 매우 낮은 온도

에서는 배터리가 5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매우 뜨거울 때 사용하면 보호 회로가 작

동하며, 이 경우 잠시 기다렸다 다시 사용해야 합

니다.

사용 후에는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배터리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카메라를 끄더라도  

배터리는 계속 사용됩니다.) 카메라에 배터리를 방

치하면 과다 방전되어 재충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배터리의 폐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배터리를 휴지

통에 버리지 말고 재활용 가능한 매장에 의뢰하십

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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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기억할 사항

기기 또는 컴퓨터의 기능을 사용하여 메모리 카드

를 포맷하거나 삭제할 경우 파일 관리 정보만 변경

됩니다. 즉, 카드의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

습니다. 카드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는, 물리적으로 파기하거나 컴퓨터용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상용으로 판매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 관리

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LCD(액정 디스플레이)

이미지 또는 문자가 LCD 또는 뷰파인더에 장시

간 표시되면 화면에 잔상이 남을 수 있지만 카메

라를 끈 상태로 몇 시간 두면 해결됩니다.

액정 부품은 99.99%라는 높은 정밀도의 픽셀 유

효성을 가집니다. 즉, 전체 픽셀 중 0.01% 미만

의 픽셀이 켜지지 않거나 항상 켜진 상태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이며 촬영되

는 이미지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온도 변화가 심한 곳에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응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른 천으

로 청소하십시오.

차가운 상태의 카메라를 켠 직후에는 LCD가 흐

리게 보일 수 있지만 카메라 온도가 따뜻해지면 

밝아집니다.

렌즈나 뷰파인더가 태양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

십시오.

이 경우 내부 부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커넥터 보호 캡

사용하지 않는 모든 커넥터에는 보호 캡을 닫아두

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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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

드라이버에 대한 최신 정보 또는 업데이트 절차를 보려면 다음 웹 사이트의 Support Desk를 방문하십시오.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청소

청소할 때 벤젠이나 신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벤젠이나 페인트 신너를 사용하면 카메라-레

코더가 변형되거나 표면 마감이 벗겨질 수 있습

니다.

유지 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배터리를 빼거나 전

원 콘센트에서 AC 코드를 분리하십시오.

부드럽고 깨끗한 천을 사용하여 카메라-레코더

를 닦으십시오. 잘 지워지지 않는 오염을 제거하

려면, 주방용 세제와 물을 희석한 용액을 적신 천

으로 카메라-레코더를 닦은 후 마른 천을 사용하

여 나머지 습기를 제거합니다.

뷰파인더 청소

뷰파인더 안쪽에 먼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컵 홀

더를 분리하여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아이컵 홀더의 내부는 특수 마감 처리되어 있으

므로 닦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먼지가 있을 때는 

에어 블로워로 불어내십시오.

아이컵이 장착된 아이컵 홀더를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려서 분리합니다. (단단하게 나사 고정

됩니다.) 이 때 뷰파인더를 약간 위쪽으로 기울

입니다.

아이컵 홀더를 장착하려면, 아이컵 홀더와 카메

라-레코더의 돌출부와 홈을 맞춘 다음 홀더가 제

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

•

•

•

•

•

아이컵 홀더

아이컵

돌출부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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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시 주의 사항

카메라-레코더를 보관하기 전에 SD 메모리 카드

와 배터리를 분리하십시오.

이 품목들은 모두 습도가 낮고 온도가 일정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권장 온도 범위: 15°C ~ 25°C]

[권장 상대 습도: 40% ~ 60%]

카메라-레코더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레코더를 부드러

운 천으로 쌉니다.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서는 배터리 수명

이 단축됩니다.

배터리를 유분이 있는 증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단자가 부식되거나 다른 손상이 발생하

여 고장날 수 있습니다.

단자에 목걸이나 머리핀 등의 금속 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자 간에 단락이 발생하여 배터리가 가열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만지면 심각한 화

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

•

SD 메모리 카드

기기에서 꺼낸 SD 메모리 카드는 항상 케이스에 

보관하십시오.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곳에 SD 메모리 카드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차량 내부,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 온도가 높은 

다른 곳에 카드를 두지 마십시오.

습도가 높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 카드를 두지 마

십시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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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형식

촬영 모드
프레임 비율

60 30P 24P

PH

1080/60i 1080/60i
1080/30P

(60i 이상)

1080/24P

(기본 촬영)

720/60P 720/60P
720/30P

(60P 이상)

720/24P

(기본 촬영)

HA 1080/60i 1080/60i - -

HG 1080/60i 1080/60i - -

HE 1080/60i 1080/60i - -

SD 메모리 카드에 기록된 데이터 취급 방법

AVCHD 형식으로 레코딩된 데이터는 파일 형식 때

문에 컴퓨터와의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지만, 이 형

식에는 비디오/오디오 데이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폴더 구조는 오

른쪽 그림과 같은 파일 연결로 구성됩니다. 이 정

보의 일부라도 수정되거나 삭제되면 데이터가 더 

이상 AVCHD 데이터로 인식되지 않거나 AVCHD 

장치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SD 메모리 카드에서 컴퓨터로 복사하거

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SD 메모리 카

드로 복사할 때는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

음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AVCCAM 

Viewer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호환 

OS: Windows XP/Windows Vista)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드라이브: \

PRIVATE

AVCHD

AVCHDTN

BDMV

CLIPINF

PLAYLIST

STREAM

카메라의 메타데이터 취급에 대해

  본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메타데이터에는 AVCHD 표준에 따라 제어 파일 영역에 특별한 제조사 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파일을 삭제 또는 복사하거나, 클립 보호를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편집 소프트웨어 또는 본 카메라의 

메타데이터를 지원하지 않는 카메라 레코더를 사용하여 다른 편집 작업을 수행하면, 메타데이터의 특수 

영역이 지워지고 카메라에서 추가된 장면 표시와 인덱스 및 PH 모드 정보와 기타 정보가 손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편집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카메라의 메타데이터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https://eww.pavc.panasonic.co.jp/pro-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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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일반]

공급 전압:

  DC 7.2 V(배터리 사용 시)/ 

  7.3 V(AC 어댑터 사용 시)

전원 소비량: 촬영: 9.8 W 

는 안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주변 작동 온도
 0 °C ~ 40 °C
주변 작동 습도
 10% ~ 80%(비응결)
무게
 약 1.7 k  

(배터리 및 액세서리 제외)
크기(W x H x D)
 154 mm x 164 mm x 397 mm (돌출부 제외)

[카메라]
픽업 장치
 CCD 이미지 센서(x 3) 

(1/3인치, 인터라인 전송, 프로그레시브 기능)
렌즈
 LEICA DICOMAR 광학 이미지 흔들림 방지 렌즈, 

모터/수동 13 x 줌 선택 가능,  
F1.6 ~ F3.0(f=3.9 mm ~ 51 mm) 
(35 mm 환산 시:  28 mm ~ 368 mm)

색 분리 광학 시스템
 프리즘 시스템
ND 필터
 1/4, 1/16, 1/64
게인 설정
 0/+3/+6/+9/+12/+18 dB (60i/60P 모드)
 ᆞ1/15 (0 dB) (저속 셔터 모드에서)
 0/+3/+6/+9/+12 dB (30P/24P 모드)
 ᆞ1/15 (0 dB) (저속 셔터 모드에서)
셔터 속도 설정
 사전 설정
  60i/60P 모드:
    1/60(OFF), 1/100, 1/120, 1/250, 1/500, 

1/1000, 1/2000초
  30P 모드:
    1/30, 1/50(OFF), 1/60, 1/120, 1/250, 

1/500, 1/1000초
  24P 모드:
    1/24, 1/50(OFF), 1/60, 1/120, 1/250, 

1/500, 1/1000초
 동기화 스캔 설정
  60i/60P 모드: 1/60.0초 ~ 1/249.8초
  30P 모드: 1/30.0초 ~ 1/249.8초
  24P 모드: 1/24.0초 ~ 1/249.8초
 슬로우 셔터 속도 설정
   60i/60P 모드: 1/15, 1/30 초
  30P 모드: 1/15 초

최소 피사체 휘도
  3 lx(F1.6, 게인 +12 dB, 셔터 속도 1/24)
디지털 줌
 2 x/5 x/10 x(USER 버튼에 할당, 줌 레벨 전환)
 1080/60i 및 720/60P 형식에서만 작동
렌즈 후드
 넓은 시야각의 대형 렌즈 후드
필터 직경
 72 mm

[촬영/재생]
촬영 형식
 AVCHD 사양
압축 방식
 MPEG-4 AVC/H.264
기록 매체
 SD 메모리 카드:
   512 MB, 1 GB, 2 GB 

(FAT12 및 FAT16 포맷)
 SDHC 메모리 카드:
   4 GB, 6 GB, 8 GB, 12 GB, 16 GB,  

32 GB(FAT32 포맷)
 메모리 크기 8 MB ~ 32 GB의 SD/SDHC메모

리 카드를 장면 파일 및 사용자 파일 기록과 읽
기 및 메타데이터 읽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형식(촬영 모드: 해상도)
 PH 모드:
   1080/60i 

1080/30P(60i 이상) 
1080/24P(기본 촬영) 
720/60P 
720/30P  (60P 이상) 
720/24P  (기본 촬영)

 HA 모드:
  1080/60i
 HG 모드:
  1080/60i
 HE 모드:
  1080/60i
전송 속도
 PH 모드: 약 21 Mbps(VBR)
 HA 모드: 약 17 Mbps(VBR)
 HG 모드: 약 13 Mbps(VBR)
 HE 모드: 약 6 Mbps(VBR)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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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시스템]
비디오 신호
 1080/60i, 720/60p
비디오 출력
 HDMI 출력
  HDMI x 1
  1080/60i, 720/60p, 480/60p  

 (VIERA Link와 호환되지 않음)
 아날로그 컴포넌트 출력
  Mini D 단자 x 1
  Y: 1.0 V [p-p], 75 Ω 
  PB/PR: 0.7 V [p-p], 75 Ω
 컴포지트 출력
   핀 잭 x 1, 1.0 V [p-p], 75 Ω

[오디오 시스템]
압축 방식
 녹음/재생: Dolby Digital(Dolby AC3)/2 ch
샘플링 주파수
 48 kHz
인코딩
 16비트
압축된 비트율
 PH 모드: 2 CH 384 kbps
 HA/HG/HE 모드: 2 CH 256 kbps

[오디오 입/출력]
XLR 입력
 XLR(3핀) x 2(INPUT1, INPUT2),
 LINE/MIC 선택 가능, 고임피던스 

LINE: 0 dBu
 MIC:  -50 dBu/-60 dBu(메뉴에서 선택 가능)
AUDIO 출력
 핀 잭 x 2(CH1, CH2)
 출력: 316 mV, 600 Ω
내부 마이크
 스테레오 마이크
HDMI
 2 ch(선형 PCM) · 5.1 ch(AC3)
헤드폰
 스테레오 미니 잭(3.5 mm 직경) x 1
내부 스피커
 20 mm(원형) x 1

[기타 입/출력]
USB
 타입 mini B 커넥터 

(USB 2.0 호환)
CAM REMOTE
 수퍼 미니 잭(2.5 mm 직경) (ZOOM S/S)
 미니 잭(3.5 mm 직경) (FOCUS, IRIS)
TC PRESET IN/OUT(VIDEO OUT에도 사용)
 IN: 1.0 V ~ 4.0 V [p-p] 10 kΩ
 OUT: 2.0 V ± 0.5 V [p-p] 저임피던스

[모니터]
LCD 모니터
 3.5인치 LCD 컬러 모니터(210,000픽셀)
뷰파인더
 0.44인치 LCD 컬러 뷰파인더(235,000픽셀)

[AC 어댑터]

전원 공급:  110 V ~ 240 V AC, 50 Hz/60 Hz 

22 W

전원 출력:  7.3 V DC, 1.75 A(카메라-레코더)

    8.4 V DC, 1.3 A(충전)

는 안전 정보를 나타냅니다.

무게
 140 
크기(W x H x D)
 103 mm x 36 mm x 62 mm

무게 및 크기는 대략적인 측정치입니다.

사양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양(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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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소닉 제품 보증서 ◈

모델명 AG-HMC150AN 제조번호

고객란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 [              ]

구입일

년 월 일 판매점명:

주 소:

전화번호 : [        ]-[        ]- [        ]

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본체 1년간
*단, 소모품 제외

www.panasonic.co.kr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

생하였을 경우 1년간 무상 서비스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리를 의뢰할 때는 구입일자가 
기재된 본 보증서를 제시해야 충
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므
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기

재된 내용으로 보증 혜택을 받습니다.

2. 무상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 되

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

다.(구입일자 확인이 안될 경우 제조년

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 터 품

질보증 기간을 기산합니다.)

3. 가정용 제품을 영업용도(영업활동, 비정

상적인 사용환경 등)로 사용하거나, 산

업용 제품인 경우에는 무상보증 기 간을 

6개월로 적용합니다(핵심부품 포함).

4. 이 보증서는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권리
고객께서는 제품 사용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있습니다.

단, 고객 과실 및 천재지변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 서비스 기간내라도 유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상 서비스 안내
서비스 신청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서비스 

기간내라도 유상 처리됩니다.

1. 제품내에 이물질을 투입하여 고장이 발생하였 

을 경우.

2.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제품이 파 

손되거나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신나, 벤젠 등 유기 용제에 의하여 외관이 손 

상되거나 변형된 경우.

4.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 

품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5. 사용 전압을 오인하여 제품 고장이 발생하였

을 경우.

6. 고객이 제품을 임의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7. 본사 지정점 서비스센터의 수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여 고장이 발 

생하였을 경우.

8. 천재지변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9. 제품의 사용설명서 내에 있는“사용전 주의사 

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10.기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입공급원: 파나소닉코리아(주)
우편번호 137-07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8-9 서현빌딩 Panasonic Customer Care Center

(02)533-8452 전국 서비스 대표번호 1588-8452



EU가 아닌 국가에서 제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이 기호는 EU에만 해당합니다.
이 제품을 폐기하려면 지역 기관이나 대리점에 연락하셔서 올바른 폐기 방법을 문
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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